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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о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육성과 기업 및 정책입안자 등 통계
수요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고도화 필요
о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과 개인의 지
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통계서비스 추진
о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특허 획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고도화 필요
- 현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통계서비스는 지식재산 단독 정보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동향 서비스를 제공
- 지식재산 동향과 함께 산업·경제 동향에 대한 수요자의 융합정보 분석
수요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고도화 추진 필요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о 4차 산업혁명 기술육성을 위한 정보 이용자 중심의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체계 마련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추진
о 국내외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특허청 통계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о 국내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
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식재산 지표 POOL
작성
о 국내외 사례 및 현황분석과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
한 통계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
- 지식재산 통계 DB와 경제·산업 분류와 연계를 통한 DB고도화를 포함
- 분석 보고서의 개선방향 논의
о 지식재산 통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 통계
구축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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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방향>

о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협조를 받아 진행

□ 연구의 기대 효과
о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통계지표 제공을 통해 정보이용자는 통계 이용
의 편의를 높이고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통계를 제공받아 업무의 효율성
을 증대
о 이종분류간 연계체계 및 분석정보 제공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시 의사결정자에 보다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
о 지식재산 통계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해 특허청과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
는 통계지표 및 분석서비스의 통계품질과 전문성을 제공
- 지식재산 정보 교류와 협업을 통해 각 기관별 전문성을 더욱 증대
о 기업은 개선된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신 지식재산 동향과 분야별 유
망기술 및 R&D 성과, 산업분석 등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분석 정보를
확보
о 정책 입안자는 거시적인 통계분석 자료와 함께, 분야별 필요한 통계정보
와 파급효과분석 등에 필요한 연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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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현황조사 및 분석
□ 국내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현황
о 조사 대상 : 지식재산 통계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온라인 통계서비스
о 조사 항목 : 통계서비스 제공방법, 검색의 편의성, 통계 설명자료 등
- 통계정보 화면 및 다운로드 방식 등 서비스 시스템 검토
- 자료 추출 및 정리 등 이용자 편의기능 제공 여부
- 통계 개요 및 설명자료의 제공여부
<국내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조사 대상>
구분

주관 운영 기관

주요내용

KOSIS(국가통계 포털)

통계청

정부기관,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국가 승
인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포털

NTIS
(국가과학기술 지식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별로 관리되는 국가R&D 사업관련 정보
와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지식
정보 포털

지식재산권 통계 및
IPSS(지식재산 통계)

특허청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통계
제공

(1)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о 지식재산 통계는 월간, 연간 통계 보고서와 지식재산권 통계, 온라인 통
계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식재산 통계FOCUS,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분
석서비스 제공
о 주요 통계서비스는 지식재산 통계연보와 통계월보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지식재산권통계｣와 ｢IPSS｣제공
- 지식재산권 통계는 산업재산권 출원(23개), 심사(11개), 등록(24개), 심판
(11개)의 4가지 부문에 대해 69개의 국내 지표 제공
- IPSS는 산업재산 출원(23개), 심사(11개), 등록(21개), 심판(12개), 국제(7
개)의 5개 부문에 대해 전체 74개 통계를 제공
- IPSS는 지식재산권 통계를 시각적 그래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의 편의를 고려
- 통계의 개요 등 설명자료 부족 및 통계 항목별 선택기능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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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о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으로 운영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과학기술 통계 와
태계맵 ,

R&D관련 데이터 신청 ,

분석 클라우드 ,

연구생

과학데이터활용지원 의 통계 서비스를 제공

- 주요 과학기술 통계에서 5개 분야에 대해 126개 통계 지표 제공
- 시각정보와 통계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통계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사
용자 환경 제공
о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및 국제특허에 대해 각 10개의 통계 제공

출처 : NTIS 주요과학기술 통계
<IPSS와 NTIS의 남녀별 출원건수 통계 제공화면 비교>

(3) 국가통계포털(KOSIS)
о 우리나라의 모든 승인통계와 국제통계를 제공하는 공공 통계 포털사이트
-

국내통계 ,

국제·북한통계 ,

쉽게 보는 통계 등 서비스를 제공

-

국내통계 에서 주제별통계(77,700개), 기관별통계(146,788개), e-지방지표
(545개), 과거중지통계(11,178개)등 다수의 통계 제공

- 부문별 세부 통계 항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층 구조의 시계
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UI) 제공
- 엑셀, CSV, TXT, SDMX 등 파일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
о 지식재산 통계연보의 통계정보와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의 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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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원건수 통계 기본 제공화면

(b) 권리별 선택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출원 통계>

□ 해외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현황
о 조사 대상 : WIPO, USPTO, JPO, EPO의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1)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о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s(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 통계 데이
터 센터)는 WIPO가 제공하는 장기 전세계 지식재산 시계열 통계 서비스
- 전 세계의 지식재산 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세계 IP 활동과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WIPO가 시행한 조약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발간
о 주요지표,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PCT, Madrid, Hague에 대한
508개의 세부 통계 제공
о 권리별 특성별 자료 추출이 가능하며, 지표를 선택한 후 세부 특성, 추출
기간, 접수관청 및 출원인 지역 선택하여 통계자료 추출
- 통계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는 편의 제공
- 전세계에서 수집된 통계의 일관성 있는 제공을 위해 통계 제공 범위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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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 통계 검색의 예>

출처 : 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https://www3.wipo.int/ipstats/)

(2) 미국 특허청(USPTO) 통계 서비스
о Dashboard를 통해 Data Visualization Center(DVC)의 심사와 관련한 행
정진행 지표, 품질지표, 빠른 심사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 제공
<USPTO Dashboard 제공 화면>

a) 특허 Dashboard

b) tkdvy Dashboard

о 연간 통계보고서에서는 특허 문서 유형별, 지역별, 출원인 특성별, 기술유
형별, 출원인 국적별, 산업분류 기준별, 기타 보고서 등으로 구성
о USPTO연차보고서에는 USPTO에 접수되는 국내외 지식재산 출원·심사·등
록·갱신 통계와 행정통계를 제공
о 통계 추출 기능 보다는 출원인의 주요 관심분야 통계 제공
- 출원인이 관심 있는 주요 심사처리 과정에 대한 통계를 중점적으로 제공
- 통계 검색방식은 지식재산권 통계와 유사하나 통계 설명과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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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특허청(JPO)의 통계서비스
о 연간 JPO 특허 행정 연차보고서와 특허청 상태보고서와 지식재산활동실
태보고서, 모방피해실태조사 등 통계서비스 제공
- PPH Portal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
통계 제공
о 보고서 중심으로 통계를 제공하며, 보고서의 통계지표별로 파일 제공
- 영어과 일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가 상이하며 제한적임
- 온라인을 통한 통계 검색기능과 시각정보 제공 기능은 제한적임
- 각종 보고서와 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제공하는 장점
(4) 유럽특허청(EPO)의 통계서비스
о EPO는 유럽지역내 특허활동에 대한 통합지표(11개)를 제공하면서, EPO와
해외 특허청에서 수집하여 구축한 PATSTAT 서비스 제공
- PATSTAT는 EP 특허 정보를 포함한 PASTAT Register와 세계 서지 정보
와 법적 정보 등을 포함한 PATSTAT Biblio and Legal Status 제공
о 특허 검색 기능 중심이며, 통계자료는 검색 결과에 대한 분석 서비스
- IPSS나 WIPO 통계 센터와 같은 정형적인 통계나 시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통계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직접 추출 가능
- KIPRIS의 특허검색기능에 통계분석 기능을 접목한 고급 검색 서비스
- 비싼 이용료로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데 한계

□ 특허청 통계서비스의 개선사항 및 시사점
о 통계 제공자의 관점과 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할 때 다음의 몇 가지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도출
- 통계 서비스의 일원화와 효율성 개선 : 중복제공되는 통계정보를 정리하
고 통계자료 검색시 IPSS로 연결하여 통일된 서비스 및 이용 확대
- 통계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IPSS 시스템 고도화 : 이용자가 원
하는 통계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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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통계 정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
- IPSS를 통한 통계 제공화면의 완전성을 강화 : IPSS 서비스에서 오류 및
불필요한 기능의 삭제 및 개선 이 필요
- 서지정보와 통계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기능으로 확장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개선 방향>

о IPSS의 문제점 개선을 우선 수행하며, 단계별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식
재산 통계 및 분석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
- IPSS는 초기 서비스 단계 이므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완성도를 우선
적으로 높이고
- 통계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추출할 수 있는 고급
서비스로의 개선이 필요
- 통계서비스와 함께 지식재산 전문분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선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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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 설문조사
о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
도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을 진행
- 조사대상은 전체 1,164명이며, 응답률은 8.2%(96명)
*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정부 담당자,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업
무 담당자, 특허정보 이용자,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담당자, 변리사이며, 온라인 설문
으로 진행

(a) 설문 참여자의 소속

(b) 설문 참여자의 주요업무

<설문 참여자 기본현황>

о 지식재산권 통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 대한 만족도 및 통계수요조
사와 지식재산 통계 FOCUS,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에 대한 만족도 및
분석수요 조사 실시
(1)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이용 현황
о 응답자 중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85.1%이며, 14.9%는 미경험자임
-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36.2%이며, 주요
업무 기준으로 정책 및 전략연구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о 지식재산권 통계 주로 이용하며, 통계분석보고서의 활용 빈도도 높음
о 통계서비스 이용 목적은 ‘보고서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수집’가
68.5%를 차지했고, ‘정책 및 전략보고서 작성’은 56.2%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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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 이용 현황
о 지식재산권 통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연도별 출원·심사·등록
통계이며, 산업분야별 출원·등록 통계도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о 응답자의 약 80%는 지식재산권 통계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
고 있으나, 일부 응답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고 응답
- 7점 만점 기준으로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는 5.6점, 제공형태는 5.44점, 자
료 검색은 5.37점이며, 이해도는 5.40점으로 대체로 만족함
- 개선점으로 통계의 개요 및 설명 부족, 제공방식의 개선, USPTO와 같은
인용자료 검색서비스가 제언됨

<지식재산권 통계의 통계서비스 만족도 분포>

(3)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о 12개 부문으로 요약한 지식재산 활동조사의 지표에 대해 기업과 대학·공
공연의 지식재산 창출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통계의 이용 빈도가 높음
- 지식재산 활용의 방향과 전략과 관련한 통계,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등록 실적에 대한 통계의 순으로 이용 빈도 높음
о 지식재산 활용 실태조사의 통계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
이며, 지식재산권 통계에 비해 상대적인 평균 만족도는 높음
- 7점 만점 기준으로 자료의 종류는 5.57점, 자료의 제공형태는 5.44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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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검색 5.34점, 자료 이해 5.4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국내외/기관별 비교분석의 심층분석 수요가
있음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통계서비스 만족도 분포>

(4)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
о 지식재산과 관련한 통계분석 보고서는 ‘지식재산 통계 FOCUS’와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두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
о 응답자의 83.0%가 이용경험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받는다는 응
답자가 43명(45.7%),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받는 경우가 21명(22.3%)
으로 조사
о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주제의 다양성과 시의
성, 분석의 품질, 활용성과 보고서의 가독성의 5가지 항목으로 조사
- 평균 만족도는 5.53점으로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
- 주제의 다양성은 5.59점, 주제의 시의성은 5.55점, 분석의 품질은 5.5점,
활용성은 낮은 5.42점, 가독성은 5.59점으로 조사
- 주요 기술분야 심층분석, 이전·산업화 및 특허활용 분야 연구, 소송 및
해외지재권 보호 분석, 산업별 심층분석 등에 대한 수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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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 서비스의 만족도 분포>

(5)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만족도 및 통계지표 수요조사의 시사점
о 많은 응답자들은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일부 이
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하며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함
о 지식재산 추적 통계의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 높음
- 응답자들은 심판 관련 통계 중 기술분야별 무효율, 분류별 승소율 등에
대한 통계 제공 및 보완 의견을 제시
- 특허이전을 알 수 있는 권리변경 심판소송 관련 통계 수요 높음
о 지식재산 정보와 산업 및 경제 등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통계 지표
및 분석 등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о 통계자료 검색의 편의와 설명 자료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 통계서비스 시
스템의 고도화가 필요

□ 지식재산 통계지표 POOL 및 신규지표
о 우리 특허청과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통계 서비스를 검토하여 지식재산
통계 메타정보 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통계POOL 작성
о 통계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지표 수요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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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별 지식재산 통계지표의 메타정보 검토
о 전체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지표는 864개이며, 이 가운데 출원 407개, 심
사 70개, 등록 154개, 갱신 및 존속 11개, 심판 24개의 통계지표가 제공
о 각 권리 유형별로 주요 항목과 특성 매개변수를 조합하여 통계지표가 추
출되는 통계지표 메타정보 체계 검토
- 출원 부문은 접수(Filing), 출원(Application)으로 구분하고 출원인과 출원
관청 기준과 출원경로 기술·부문별 특성 변수 등을 매개로 추출
- 심사 부문은 청구건수, 처리건수, 처리실적, 처리기간, 조사보고서 등 항
목과 출원경로, 출원시기, 기술·부문별 특성변수 등을 매개로 추출
- 등록 및 갱신·존속 부문은 출원인 특성과 관청 기준으로 기술·부문별, 패
밀리 및 지정건수 등을 매개변수로 추출
о 특허청과 주요국·국제기구 보고서의 통계지표와 각 권리 유형별 메타정보
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통계지표 POOL 작성
(2) 신규 통계지표 수요
о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조사와 주요국 통계서비스를 고려할
때 신규지표는 4가지 부문으로 검토됨
о 지식재산권 분쟁·소송과 관련한 청구연도별 처리연도별 심판 종류별 처리
결과, 지식재산 분류별 심판 및 소송, 승소율 통계, 소송에 따른 권리변경
통계 등
о 산업분류와 지식재산권 분류를 연계한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
- 지식재산별 산업별 경제 연계통계와 스마트기업/1인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문별 통계, 4차 산업혁명 관련 통계 등 경제부문 연계 자료
о 국가R&D 지식재산 성과의 이전·사업화와 관련한 통계 지표 수요
- 국가 R&D 지식재산 성과의 이전·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별 부문특성별
이전·활용의 성과와 이전산업정보 등의 조사보고 통계
о USPTO와 같이 심사 절차와 품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통계제공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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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개선 방안
□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방안
о 특허정보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구조이므로, 지식재산정보와 상관성 높
은 이종정보간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의 영향력 분석 등 기반 마련 필요
- USPTO의 Patentsview 서비스는 발명가, 특허, 실시자를 연결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 국내 빅데이터 플랫폼인 혜안은 교통, 기후, 보건, 통계 등 다양한 공공부
문 빅데이터 센터를 연결하여 민원을 분석하는 시스템
о 지식재산와 산업의 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특허-산업 연계체계 필요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특허와 산업을 연계하여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계표 개발 추진
<특허-산업분류 연계 해외 연구 사례>
OTAF

YTC

OTC

기관

미국특허청의
기술평가예측국

미국 NSF 지원으로 예
일대에서 개발

OECD

발표
특허분
류

1974년
USPC 서브클래스
(150,020개)

1997년
IPC 섹션,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2002년
IPC 섹션,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산업분
류

SIC를 재구성한
41개 생산물분야

CA SIC
(50개 산업분야)

CA SIC→ISICrev3

연계관
계

USPC-SIC (n:n)

IPC-CA SIC (n:n)

IPC-CA SIC-ISICrev3
(SIC와ISIC는1:1)

연계방 특허분류와 산업분류
법
정의서에 의존한 매칭

특허분류담당자가
특허문헌에 관련
산업분류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해 둘간의
관계 확률표 생성

FOS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독일),
과학기술통계국(프랑스),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영
국)
2003년
IPC 서브클래스
NACE, ISIC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44개
산업분야(제조업중심)
IPC-ISIC

-44개의 산업분야에 관
계되는 IPC 연결
-각 산업 분류에 속한
YTC 사용하여 CA SIC
기업의 특허 활동을 조
대신 ISIC와 연계
사 후 산업과 기술관점
의 산업별 특허분포를
파악하여 연계표 작성

⦁하나의 기술분류 항목
⦁CA SIC 기준으로 작⦁CA SIC를 국제표준산⦁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이 여러 개의 생산물
성되어 타국가 산업분 업분류체계
(ISIC)로 하고 있음
분야에 관계되는 경우
류체계와 일치하지 않 대체시키면서 정보 유⦁1기업-1제조업 원칙으
한계 일부 산업분야에서 왜
음
실이 발생
로 연계표를 작성하여
곡된 통계결과 산출
⦁전문가집단의 주관적⦁전문가집단의 주관적 분류에 따라 연계표구
⦁전문가집단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판단이 개입
성이 크게 달라짐
판단이 개입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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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산업분류 연계 국내 연구 사례>
특허정보원
발표

2008년

지식재산연구원
2015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

특허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분류
산업
분류

KSIC 9차 ,
61개의 산업으로 재구성

2005년 산업연관
표 403개 기본부
문(제조업 한정)

KSIC 9차

연계
관계

IPC-KSIC
확률표
(1:n)

IPC-IO
(1:n)

IPC-KSIC
확률표
(n:n)

‘13년도는 KIPRIS
유효한 특허표분 ‘14년 방법을 연
를 활용하여 한
NICE DB상 기업 수를 정하고, IPC 장하여 NICE DB
자동문서분류
국표준산업분류 특허분류의 정의 이 가지는 대표 별 랜덤 샘플링 가 아닌 통계청
(text -mining)으로
정의서에 수록된 와 산업연관표의 KSIC분류를 활용 을 통해 유효표 사업체조사정보
개별 허문서들의
각 산업분야와 산업 정의를 참 하여 해당 기업 본을 추출하여, 를 활용하여 특
연계 키워드 벡터 유
적합한 IPC 추출 고하여 전문가집 에서 산출하는 추출된 특허명세 허가 법인 뿐만
방법 사도를 기준으로
‘14년도는 ’13년 단(특허청 심사 특허는 기업이 서 상의 내용을 아니라 소속 사
KSIC분류 부여
도 결과의 품질 관)이 특허분류별 속한 산업에 포 통해 특허분류 업장에까지 연계
후, 산업별 IPC
향상 및 신뢰성 관련 산업 선정 함된 특허로 매 전문가들이 가장 하여 실제 사용
확률을 도출
높이는 작업(검색
칭
밀접한 산업분류 처와의 연계확률
식 품질 개선)
코드를 할당
제고

⦁Training data의
⦁연계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고려해야 할
연계결과의 분
산업 분류별
주관적 판단이 오류(미스매치)
⦁유효표분으로 포가 과대하는
키워드 구축
보정작업 미비
개입
⦁한국표준산업
추출된 특허가 미스매칭 존재
과정에서 전문
⦁서비스업 관련 (예시: 여러 산
분류 정의서를
해당 IPC를 대 ⦁통계적 유의성
IPC의 부재(제 업에 걸쳐있는
가집단의 주관
기반으로 작성
표하는 특허가 을 고려해 매
한계 적 판단개입
조업으로 한정) 기관( 대기업,
한 검색식의
아닐 수 있음
칭 확률을 정
⦁제조업에 한정
⦁IO-KSIC연계표 대학, 출연연
정교화 작업이
⦁전문가 집단의 리할 필요
⦁동일한 방식으
( 한국은행) 와 등)의 경우 대
주관적 판단이 ⦁기초자료의 확
미진
로 상표, 디자
연계하는 과정 표산업 외의
개입
인이 불가하여
인의 연계표
에서 정보 유 산업분야에 대
향후 개선/보완
작성 및 적용
실이 발생
한 고려가 미
이 어려움
이 어려움
비)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2017)

о 국내에서도 특허정보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연계표를 개선하는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특허 분류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특허 활용 산업 정보를 반영하며,
- 기업정보를 이용하더라도, 특허 창출 기업과 활용기업의 산업분류를 반영
할 수 있는 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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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특허 실시자 정보를 이용한 특허-산업분류연계 방법(IPC-KSIC 연계표)

<실시자 정보를 이용한 IPC-KSIC 연계확률표 개발 개요(안)>

- 권리자는 특허를 활용하면서 타인에게도 실시하므로, 중복산정 방지를 위
해 동률배분법으로 분할하여 권리자의 산업과 실시자의 산업에 할당
- 기존 FOC 및 지식재산연구원(2014, 2017)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개인 및
외국인 발명에 대한 활용산업 연계 가능
- 특허가 활용될 산업에 대한 실제 확률이 반영되어 연계확률표가 보정됨
о KCPC(재화 및 서비스 분류)를 이용한 연계 확률표 개발 방안
- IPC-KSIC는 추정에 의한 연계 방법의 한계 존재
- KCPC는 재화와 서비스의 분류로 IPC 분류 정의인 특정 사물 혹은 사물
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IPC-KCPC 연계방법은 생산물과 생산물을
연계하는 방법

<KCPC를 이용한 IPC-KSIC 연계확률표 개발 개요(안)>

- 1단계에서 전문가가 IPC에서 검색식 도출하고, 2단계에서 IPC-KCPC연계
표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한후 KSIC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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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KCPC 연계의 예시>
IPC

A21B

C01B
3/00

43430
제빵용 오븐(Oven); 제빵용 기
계 또는 장치(가정용 제빵장치
44515
A47J 37/00; 연소장치 F23; 가
정용 스토브(stove)또는 레인지
(range)로서 전체적 또는 부분 44824
적으로 오븐인 것 F24B, F24C)
88765
34210
수소; 수소를 함유하는 혼합
기체; 수소를 함유하는 혼합물
로부터의 그의 분리; 수소의 34550
정제

KCPC
비전기식 제방 오븐의 부분품
비전기식 제빵 오븐; 뜨거운 음료 제조
나 요리 도는 식품가열용 기계, 가정용
기계 제외
오븐; 조리기, 조리판, 보일링 링, 그릴러
와 로우스터
오븐, 로, 로버너 제조 서비스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및 희귀가스
화학적 변성을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도
는 엘라이딘화한 것은 제외); 식용에 적
합하지 않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조제품

о 연계표와 연계통계 개발을 통한 특허-경제 특성이 반영된 빅데이터 분석
체계가 구축되며, 다양한 다른 이종 정보와의 연계기반 마련
- PatentsView의 네트워크 분석과 설명력 높은 시장분석 가능
- 특허-산업 경제정보의 연계로 방향성 및 경제성 등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기술육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

□ 지식재산 통계 DB 고도화 방안
о EPO PATSTAT DB와 WIPO IP 통계센터 통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우리
특허청이 제공하는 통계 DB의 개선방향 검토
PATSTAT
DB

WIPO IP
통계 DB

특허넷 /
통계 DB

-

특징
DB의 효율성을 고려해 출원정보를 중심으로 공보, 분류, 인용, 인적사항
등 다양한 정형·비정형 정보 수록
On-offline 모두에서 DB를 활용한 통계생산이 가능함
지식재산 통계 생산에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음
지식재산 기초통계를 제공하지 않음
지식재산권 분야별로 다양한 통계를 제공
DB를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DB에서 추출된 다양한 통계를 이용자
조건에 맞게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Online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무료 임
내부 정보와 외부 이용자를 위한 DB가 구분되어 있음
통계 DB를 제공하지 않으며, DB에서 추출된 다양한 기초 통계를 IPSS
를 통해 제공
통계 이용의 자유도가 높지 않음
통계 담당관을 통해 정보 산출하며, 외부에는 정해진 통계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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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지식재산 통계 DB고도화를 위해 통계 제공 방법과 제공범위 및 메타정
보, DB효율성 및 확장성에 대한 검토
о 현재 DB를 확장하면서 학습형 통계 생산 DB구축
- 초기에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DB를 유지하면서, 수요조사를 통한
통계지표 확충
- 통계검색 서비스, 피벗, 메타정보를 이용한 추출 서비스 도입
- 이용자들이 작성한 통계 검색식과 추출 로그를 분석하여 주요 지표 및
신규지표 도출하여 제공하는 학습형 통계지표 생산 체계 구축

<지식재산 통계 DB 구축 및 서비스의 단계별 발전 방안 개요(안)>

о 통계지표 제공 범위 및 메타정보의 최신화
- 현재 제공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서비스
-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KIPRIS Plus 등에서 검색 수요 등 분석
- 특허청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신규통계 생산 및 메타데이터 최신화

<통계의 메타정보 구성 및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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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DB의 효율성 관리 및 확장
- 통계 DB는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비정형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테이블을 생성하여 관리
- 활용도가 낮거나 통계로 활용할 수 없는 정보는 제거하여 효율성 제고
- 특허청 산하 발명 진흥회의 SMART3 및 특허전략개발원 R&D 특허성과
데이터의 정보화 추진

<지식재산 정보 확장에 따른 생산가능 통계(예)>

<특허DB의 확장 방안>

□ 통계분석 보고서 품질 개선 방안
о 2018년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은 글로벌 현황과 국내 출원 주체, 지역을
중심으로 통계를 제공하던 체계에서 기술‧산업 동향분석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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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간행물과 중복되는 동향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 및 산업 관련
분석에 대한 비중을 확대
- 최신이슈를 중심으로 분석주제가 다르게 제공되던 체계에서 WIPO 35기
술분류 기준으로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개편 내용>
구분
글로벌
현황

개선 전(2017년)

개선 후(2018년)

비고

좌동

-

▪ 세계 주요국 특허 현황
(권리별, 소득수준별)
▪ 대륙별, IP5 특허 현황
▪ 우리나라 출원인의 해외현황

출원
주체별
현황
지역별
현황

▪ 내‧외국인, 기업(신생기업),
공공 및 교육 부문
▪ 청구항수를 활용한 질적분석

▪ 권역별 지식재산 특화산업 동향

▪ 기술현황
(융합비율 상위 기술)

▪ WIPO 35개 모든 기술 분류에
대한 동향 분석

기술·산업 ▪ ICT 산업 관련
(제조업별 분포현황,
현황
ICT와 융합 상위 기술 분야)

중소기업
현황

-

-

▪ 17개 시도별 지식재산 동향

▪ 17개 시도별 지식재산 동향

▪ 빅데이터등 이슈 기술

▪ 출원주체별 지식재산 동향
(주체 유형 : 기업, 공공, 내국,
개인, 외국, 교육부문)

▪ 산업별 지식재산 출원 동향
- 산업별·지재권별 집중도 분석
- 지식재산과 R&D 등 외부변수와
연계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신설
기본분석
통계강화

신설

신설

▪ 중소기업의 산업별 출원동향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

о 특허동향보고서가 기술적 전문성과 산업분야에 대한 분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국 및 일본의 동향보고서를 검토
- 미국 특허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PTMT의 각종 통계보고서와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분석 보
고서를 서비스하고 있음
- 일본 특허청은 매년도 특정 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특허 기술동향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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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개편된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경우 다양한 측면의 분석정보를 제공하
지만,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과 독자의 가독성 및 활용성을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측면의 통계지표와 주요 등락을 제공하지만, 현상정보 이외의 지
표가 가지는 의미나 해석이 부족함
- 지식재산 통계연보 및 통계서비스에서 확보할 수 없는 다양한 통계를 활
용하는 만큼 분석에 활용된 통계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형화된 분석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독자가 필요로 하는 분석정보를 제
공할 있는 장치가 부족
- 특허 기술과 관련된 산업 및 시장의 동향정보와 연계된 분석이 부족
- 방대한 자료를 하나의 보고서에서 백과사전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독자에
게 분량적인 제한과 검색 및 탐색의 어려움 등이 존재
о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은 가독성,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부문별 관련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지표의 설명 및 인과관계 분석
등으로 전문성 강화 및 독자의 이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시각화된 통계 자료만를 제공하기 보다 활용된 통계를 부록이나 온라인
을 활용해 독자에게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분야별로 구독자의 동향분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통계분석 보
고서 부문별 분석지표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
- 기술의 활용 시장 및 산업별 통계정보와 연계된 통계 분석 필요
- 가독성과 관리의 효율성 및 부문별 전문성 부각을 위한 각 부문별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검토

- xxi -

제 5 장 지식재산 통계 거버넌스 강화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통계 제공을 위한 체계 필요
о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거버넌스의 현황 및 강화 방화 검토 필요
о 지식재산 통계 수요, 연계통계 개발 및 구축, 통계DB 고도화 등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및 강화 필요
о 특허청 산하기관간 협력 및 외부 통계 수집을 위한 부처간 자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검토를 통한 통계서비스 선진화 검토

□ 통계전담 조직의 구성
о 특허청 통계전담 조직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해 교육통계서비스, 문화셈터,
국가교통DB 등 국내 주요 기관의 통계서비스 조직 검토
о 데이터 제공 중심의 특허정보 및 통계제공으로 실제 정보 이용자의 수요
를 고려한 통계기획, 사후관리, 및 지표 연구 등 부족
о 통계의 산출, 기획, 관리, 수집, 분석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통계수
요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일관성 높은 통계를 생산, 분석, 제공할 수 있는
조직 필요
<특허청 통계 관리 조직의 현황 및 개선점>
현황

개선점

о 지식재산 관련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있 о 조사 통계 수집 및 공표, 특허 명세서 등
으며, 통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다양
기초 데이터 제공 중심
한 정보제공 사업 기획
- 통계생산에 필요한 통계기획 및 사후관
- 지식재산
통계연보 및 월보 발간
리, 통계연구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발간
있는 인력과 시스템 부족
- KIPRIS를 통해 특허정보 제공
- 특히 분야별 통계 분석 서비스와 통계
- KIPRIS Plus를 통해 국내외 특허 통계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부족
및 분석 보고서 등 지식재산 정보 활용 о 특허청 통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권 과 통계분야 전문인력이 부족
о 업무 영역과 특성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 통계 사업이 DB의 구축과 기존 사업의
통계업무 진행
유지 및 고도화에 집중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가 개편되었
으나 해석 및 심층분석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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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특허청 통계위원회의 관리하에 연구개발팀, 통계팀, 정보시스템 팀을 중
심으로 지식재산 통계전담조직 구성
- 연구개발팀은 통계범위, 지식재산-산업분류 개발, 지표 개발 등 주요 업
무
- 통계팀은 통계 자료의 발간과 데이터 관리 등 주요 업무 수행
- 정보 시스템팀은 DB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통계정보 업데이트, 지식재
산 연계통계 구축 및 관리 등 주요 업무

<지식재산 통계 전담 조직 구성(안)>

□ 법 ‧제도 개선 방향
о 지식재산 통계의 범위 확장과 이종분류간 연계를 위해 발명진흥법의 보
완 필요
- 지식재산 무역수지 연구를 위해 특허청은 기획재정부로 부터 외국환거래
통계에서 지식재산 관련 지출입 내역 통계 활용 가능(발명진흥법 제20조
의 8)
- 지식재산-산업분류 연계 및 산업별 경제통계와 연계를 위해 통계법 31조
에 따른 자료제공 제한에 대한 조항의 예외기관으로 특허청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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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
분석)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법」 제21조 및 제22조와 통계법 제
31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통계관리 조직 개선방안과 통계산출물 역할 정립 방안
о 특허청 통계 책임관과 통계관리관의 역할 강화와 산하기관 통계정보 활
용으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활용 증대
-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정형‧비정형 정보는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와 연계되는 경우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통계 작
성 가능

<통계 생성을 위한 특허청 산하기관 정보 관리 안>

о 특허청과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통계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통계 책임관의 역할 강화 및 관리 필요
- 특허청 통계 책임관의 관리하에 산하기관의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및 활
용
- 제도적으로 특허청 산하기관의 통계 정보를 특허넷으로 포함하기 위해
특허청 통계 책임관 및 통계담당관의 산하기관에 대한 통계수집 기능 강
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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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 정보는 특허정보와 각종 정형정보를 포함하되, 기관간 사업의 비밀유지 등
을 위해 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구성

о 산하기관 통계 정보 활용의 효율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특허청내 상호
통계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기관간 협업과 지원 등 교류체계 강화

<지식재산 통계 DB 운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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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혁신의 요소로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 중요성은 더 크게 자
리 잡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참신하고 상품과 기업의 특
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상표를 창출하며, 유행을 선도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고
려한 참신한 디자인을 창작하며 이들을 더 많이 확보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확보에 효과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부는 국
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
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통계는 이러한 창조적인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있어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동향, 정책적 지표, 기술적 정보 및 동향 등을 제공하는 기초 정보로써 정부
가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이며, 전 세계 국가의 지식재산 관청 및 국제기
구에서도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마케팅에
서 활용되던 것을 넘어서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가치 측정
에 하나의 평가요소로도 활용되며, 지식재산권이 하나의 상품으로써 인식되
고 있다. 더욱이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통계를 이용한 지표와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발명주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지원함과 동
시에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과학기술
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
명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특허 품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PO(유럽특허청)의 경우 ‘특허, AI와 4차 산업혁명’ 등의 7개 주제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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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STAT를 활용하여 특허 연구 지원프로그램을 실행1)하고 있고, JPO의 경
우 ‘2017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JPO의 대
응’과 관련해 기술 주제에 대한 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
공2)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의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4차 산
업혁명 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기술을 선점하여 지
식재산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만들려고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특허청과 산하기관에서 홈페이지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통계지표와 분석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계수요자들의
수요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각종 지식재산 통계산출물과 정보서비스의 기
능과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현황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은
KIPRIS와 KIPRIS PLUS를 통해 개별적 지식재산권의 조사 기능과 다양한 통
계분석이 가능한 정보 DB를 제공하고 있고,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
산 통계와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
대적 변화에 대해 통계정보의 활용성, 시의성, 다양성 등에 대한 한계가 제
기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발명자와 연
구자들이 요구하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정부의 정책 입안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지표와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을 육성하고 기업과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해 통계수요자를 고려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고도화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통계이용자의 통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03.08.) 지식재산동향뉴스(일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749
9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7.07.13.) 지식재산동향뉴스(일본)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68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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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요를 만족하는 통계를 제공하고, 주요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통계서
비스와 견줄 수 있는 우수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본 과제는 4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현황 및 사례조사, 두
번째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세 번째는 통계서
비스 개선방안, 통계 거버넌스 강화의 순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첫 번째, 국내외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비
교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
기 위해 특허청의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와 국내 유관기관 및 통계기관의 지
식재산 통계서비스를 비교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검토하여, 특허청 통계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내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국내 기업,
연구기관, 정책기관,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통계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제공되었으면 하는 통계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를 통해 통계서비스 정성적 평가와 통계지표 수요를 조사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계 서비스와 지표 수요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통계지표 POOL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내외 사례 및 현황분석과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수요자의 의
견을 고려한 통계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산업·경제 등의 영향력 분석 등 분석범위의 확대를 위한 지
식재산 통계 DB와 경제·산업 분류와 연계를 통한 DB고도화를 포함한다. 또
한, 기존에 제공되는 분석 보고서의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통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식
재산 통계 구축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특허청과 산하기
관 사이의 역할 정립 및 통계의 일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통계관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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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통계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현황조사와 지
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
으로, 지식재산 통계 DB의 개선방향 도출하고 통계지표 POOL을 작성하여,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DB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계 DB의
선진화 및 경제·산업정보와의 연계 DB 구축방안을 포함한 통계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통계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또한,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특허청 업무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제 3 절 연구의 기대 효과
본 과제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제공되
는 통계서비스의 현황 및 사례 분석과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만족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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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특허청의 지식재산통계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
고, 통계 이용자에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지표 POOL을 작성하
며, 주요국 통계서비스 수준의 지식재산 통계DB 개선 방안과 경제·산업분
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분석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또한 제안된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통계서비
스 거버넌스 강화 방안의 제안도 포함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선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는 통계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통계지표의 제공을 통해 정
보이용자는 통계 검색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통계를
제공받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공되지 않던 신규
통계정보의 제공으로 통계 활용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종분야간 연계 체계 및 분석정보는 지식재산이 사회·경제·산업에 미치
는 영향력 등 다양한 통계와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전략 수립 및 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에 보다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재산 통계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해 특허청과 산하 기관에서 제
공하는 통계지표 및 분석서비스의 통계품질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협업을 통해 각 기관별 전문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이 가진 정보구축 및 통계 작성의 전문성,
정책수립 및 추진의 전문성, 관리평가의 전문성, 연구 분석의 전문성이 상호
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구성 및 제공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을 제시하여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보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다. 기업은 개선된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신 지식재산 동향과 세부 분야
별 지식재산의 동향, 유망기술 및 R&D 성과, 산업분석 등 지식재산 관련 다
양한 분석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행기술조사와 함께, 관련
기술 및 산업분석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정보를 수집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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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입안자는 거시적인 통계분석 자료와 함께, 분야별 필요한 통계정보와 파
급효과분석 등에 필요한 연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업전략 및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할 수 있고, 관련하여 지식재산과 산업·경제의 영향력 및 관계 분석 등
을 위한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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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현황조사 및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 기관 및 유관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
는 지식재산권 통계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특허청의 지식재
산권 통계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황 및 사례 조사는 지
식재산권과 관련한 통계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와 통계 관련 서비스에 대해
검토한다.

제 1 절 국내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현황

지식재산권 통계 및 정보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지식재산 관련 컨
설팅 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특허청과 산하기관은
식재산권 통계 ,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 ,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

지

지식재

산 정보 통합서비스 (IPSS), 지식재산 정보검색서비스 (KIPRIS), 특허 정보
활용 서비스 (KIPRIS PLUS),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SMART3.0)의 통계 및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권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지식재산권 통계 와 IPSS는 지식재산
지식재산통계포커스 ,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은 지식재산권 통계 분석 서비스이다.3)

다른 공공영역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KPAS 특허평가시
스템(KPAS)이 있다. NTIS는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는 국가R&D 사업관련 정
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이
다. KPAS 특허평가시스템은 통계를 제공하지 않지만, 기술금융을 위한 특허
의 등급 및 가치를 평가하고, 관련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평가부문은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대해 평가한다.

3)

특허 정보 활용 서비스 는 통계와 함께, 국내 서지정보, 문헌정보, 연구정보, 해외 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이며, KIPRIS는 특허청에 접수된 모든 산업재산권에 대한
및 심판정보와 주요국(미국, 유럽, WIPO, 일본, 중국)의 지식재산권 검색서비스이다. SMART의
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특허의 이전·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특허의 권리성, 기술성,
성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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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지
경우
활용

민간기업의 경우 위즈 도메인, 윕스, 광개토연구소의 PatentPia 등에서 통
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분
야는 지식재산의 정보 검색 및 조사와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자료를 제공한다. PatentPia의
경우 여러 분야의 키워드를 통한 특허검색과 소송검색과 대량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통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다면,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이 통계자료를 제공하
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지식
재산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의 통계서비스 현황과 함께, NTIS
와 KOSIS의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제공 현황 및 서비스 시스템을 검토한다.

<표 2-1> 국내 지식재산권 통계 및 정보 서비스 예시
구분

특허청
/
산하기관

관련 서비스
지식재산권 통계
지식재산 통계
FOCUS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특허정보활용
서비스
지식재산정보
통합서비스

공공기관

특허분석평가
시스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KPAS
특허평가시스템
위즈도메인

민간기업
윕스

서비스 내용
권리별 특성별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통계제공
반기별 산업재산권통계 정보와 이슈별 통계분석 정보 제
공
연간 국내외 지식재산 주요 통계(출원인 유형, 지역, 산업
별 현황 및 이슈별 동향)
출원인, 출원번호, 분류코드(IPC, CPC), 발명의 명칭, 청
구항, 패밀리정보, 행정진행정보 등
특허청이 개방중인 모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BULK DATA와 OPEN API 방식으로 정보 제공
25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보를
포함하여 창출, 활용, 보호 관련 정보 및, 국내외 동향정
보 제공
등록특허 평가등급(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서지정보, 패
밀리정보 등 제공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추이,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현황 등
특허·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국내 특허의 재산적 가치평
가 정보 제공
키워드 검색 기반의 특허 검색(무료)과 특허검색분석(유
료) 정보 제공
윈텔립스, 윕스온, 인투마크 등의 국내외 특허 정보검색,
기술가치평가,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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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지식재산 통계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 책자/통계 → 통계’의 경로로 들어가면,
지식재산권 통계 ,

통계 간행물 ,

이달의 주요 통계 ,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 ,

온라인 통계

서비스 (IPSS)에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통계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특허청의 연간 통계분석 보고서인
보고서는 홈페이지의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지식재산 동향 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이달의 주요 통계

b) 지식재산권 통계

c) 통계간행물

d)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

e) 온라인 통계서비스
<그림 2-1>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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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통계 는 매월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간략 보고이며, 지식재산 통계FOCUS 는 연 2회 제공되며 지식재산 통
계 및 동향정보를 출원인유형별, 지역별, 기술 분야별 등 기초통계와 함께
국제통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시기별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지표를 제공한
다.

지식재산권 통계 와

IPSS 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계자료 서비스로

1947년부터 축적된 산업재산권별 출원, 심사, 등록, 심판에 대한 기초 통계
및 세부 통계를 제공4)한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통계 와 IPSS 는 특허청의 지
식재산권 통계 간행물인 지식재산 통계연보와 지식재산 통계 월보를 기반으
로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통계 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23개),
심사(11개), 등록(24개), 심판(11개)의 4가지 부문에 대해 69개의 국내 지표를
제공하며, 1948년부터 매 등록 시점까지 집계된 자료를 <그림 2-2>와 같이
엑셀 파일로 제공한다. 출원부문에는 권리별 출원 건수와 출원인별, 분야별
지표 등을 제공하며, 심사의 경우 청구, 처리 기준의 건수 통계를 제공한다.
등록에는 권리자 특성, 분야 등으로 통계지표를 제공하며, 심판의 경우 청구,
처리 현황 및 소송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5)

a) 지식재산권 통계 출원 부문 지표 목록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b) 등록 시점 기준 제공 자료 목록

<그림 2-2>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제공 화면(예시)

4) 단, 산업재산권 제도 및 통계 정책에 따라 각 주제별로 제공하는 연도는 차이가 있음
5) 상세 내용은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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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S 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서비스6)이며, 출원(23개), 심사
(11개), 등록(21개), 심판(12개), 국제(7개)의 5개 부문에 대해 전체 74개의 통
계를 194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시계열을 제공한다. IPSS 서비스의 구성은
지식재산권 통계 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며, 통계자료와 시각적
그래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3>과 같이 IPSS의 첫 화면은 제공하는 지식재산 권리별 지표 목록을
제공하며, 출원, 심사, 등록, 심판과 국제부문에서는 세부 유형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한다.7)

a) IPSS 지식재산 통계 지표 목록

b) 통계지표 제공화면(예시)
출처 : http://ipstat.kipi.or.kr
<그림 2-3> 특허청 IPSS 통계 제공화면

6) 홈페이지에서 ‘통계 → 온라인 통계서비스’이나 IPSS 홈페이지 주소(http://ipstat.kipi.or.kr)로 접속.
7) 세부항목별 지표는 [부록 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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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통계 와 IPSS 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 통계연보 와 지식재
산 통계월보 의 통계자료를 제공하지만, 제공되는 일부 자료의 범위에서 차
이가 있다. 다음의 표는 두 통계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58개8) 지
표를 제외한 각 서비스만 제공되는 지표 목록이다.
리

지식재산권 통계 와 달

IPSS 는 국제통계가 제공되고 있으며, 출원과 등록에서 시도별 통계 외

에 지자체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통계 에서는 생명공

학분야 및 BM, 반도체 분야 등의 특허 출원·등록 현황 지표를 제공하는 것
이 특징이다.

지식재산권 통계 의 경우 일부 중복되는 통계가 있으며, 통계

명칭과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IPSS 는 통계명칭이 통계자
료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정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국제

지식재산권 통계
분야별 : 생명공학 분야 특허출원현황
BM분야 특허출원현황
*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단체표장 출
원현황 지표는 부문별 상표출원건수
에 포함되어 중복 제공됨
*기술분야별(WIPO분류) 내외국별 심사
청구건수의 지표명 오기
권리자 : 대리인 유무별 등록건수
분야별 : 생명공학 분야 특허등록현황
BM분야 특허등록현황
부문별 상표등록건수
기타 : 반도체 배치설계 설정등록 현황
*외국인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현
황은 내외국인 존속권리와 동일한 지
표 제공
*기술분야별(WIPO분류)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건수는 IPC 분류별임

IPSS
주체별 : 권리별 다출원인 순위
국제출원 : Hague 출원
기타 및 특정분야 : 기초지자체별 출원
디자인 심사·일부심사별 업무처리

주체별 : 내외국인별 사용권 설정
기타 및 특정 분야 : 월별 등록
기초지자체별 등록

연도별 심판청구건수
권리별 출원
권리별 등록
권리별 존속
주요국 특허청(IP5)간 특허 출원
주요국 특허청(IPC5)간 특허등록
WIPO 기술분야별 특허
국가별 국제특허출원건수

-

<표 2-2> 지식재산권 통계와 IPSS에서 제공되는 지표의 차이

8) 출원 20개 지표, 심사 9개 지표, 등록 18개 지표, 심판 11개 지표가 동일하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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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통계 와

IPSS 는 거의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두 서비스

는 일부 이용자에게 혼란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출원연도 및 심사청구연도별 심사청구 현황’ 등 일부 통계
정보의 경우

지식재산권 통계 에 비해 제공 기간이 짧아 모든 정보를 제공

하고 있지는 않는 단점이 있다.9) 지식재산권 통계 에서는 일부 구간을 분절
하여 제공하여 이를 연결하는 경우 장기 시계열을 작성할 수 있는 반면,
IPSS 의 경우 심사청구건수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5년인 법적으로 정해진
출원 후 심사 청구기간에 대한 최신 자료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출처 : IPSS 및 특허청 홈페이지
<그림 2-4>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 현황’ 통계제공 비교

두 번째로, 두 통계서비스에 제시된 설명문이나 표시의 개선사항이 있다.
‘지식재산권 통계’의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특허청의 웹페이지에 “확정
9) 해당 통계의 경우 출원된 특허가 등록을 위한 심사 청구시기의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출원 후 5년 내에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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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림
2-3>의 아래 그림과 같이 1994∼2010년까지 자료는 비고란에 “확정통계”
라 적시되어 있어 이후 제공되는 통계는 확정통계가 아니라는 것인지 혼란
을 주고, IPSS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두 개의 공간에서 동일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서비
스만을 검토한다면, 두 개의 웹 공간이 일부 통계의 제공 시점의 문제는 있
지만 거의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정보가운데 하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IPSS 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 통계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
식재산권 통계에서 제외된 정보를 모두 온라인 서비스에 포함하여 통일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서비스는 통계간행물에 있는
지식재산 통계연보 의 내용을 각 세부 부문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재산 통계연보 와 함께 제공되는 엑셀 보고서의 각 장을 분할하여

지식
지식재

산권 통계 의 각 자료등록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엑셀 파일은 통계 분석을 위한 조정하는 작
업을 수행해야 하며,

IPSS 에서 장기 시계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보다는 모든 정보는 IPSS 로 링크(Link)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통계연보 의 경우

지식재산 통계연보 와 같이 전자문서로 보고서를 제공하고 통계는

국가에

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KESIS)을 통해서 제공한다. KESIS는 IPSS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허 통계서비스와 비교하는 경우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
는 정보를 특정하여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0)

10) KESIS는 2007년부터 총 20억원(IPS 1.9억, 전산장비 7.4억, 시스템 구축개발 10.7억)을 투자하여 개
발하였으며, (1차년) 계획 수립, (2차년) 시스템구축 및 표준화 지침 확립, (3차년) 서비스범위 확정,
(4차년) 전사데이터 통합 및 OLAP 고도화, (5차년) 프로세스 안정화 단계로 개발됨 또한 모바일 통
계서비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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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esis.net
<그림 2-5>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이러한 특성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IPSS
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전체 기간의 모든 산업재산권 통
계가 제공되는 반면, KOSIS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 권리와 기간을 모두 이용
자가 선택하여 수집할 수 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2.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는 현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관리 ,

데이터활용 ,

국가R&D전주기보기 ,

R&D플러스 를 목차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와 관

련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계서비스는
에서 과학기술통계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 통계 와

과제참여 ,

R&D관련 데이터 신청 ,

데이터 활용 에서는

분석 클라우드 ,

과학데이터활용지원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과학

연구생태계맵 ,

과학기술 통계 에서는 과

학기술 부문 통계와 관련한 경제·산업 정보와 시설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제공된다.

R&D데이터 신청 에서는 NTIS에 수집된 표준 항목 422개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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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가능한 항목을 엑셀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분석클라우드 에서는

NTIS의 개방정보에 대한 R&D 정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연구생태계 맵 에서는 연구자맵과 연구분야맵의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를 제공하고,

과학데이터활용지원 에서는 과학데이터의 활용 확산을 위해

분야별 관련 정보와 활용 플랫폼을 제공한다.

출처 :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그림 2-6>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과학기술분야 통계를 제공하는
기술수준평가 ,

과학기술예측 ,

과학기술통계 에는
연구시설장비 ,

주요과학기술 통계 ,

통계상세분석 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과학기술통계 본 화면에서는 3가지 주요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
상단의 각 목록에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주요국 GDP 대비 총

연구개발 비중 이며, 두 번째는 주요국 총연구원수(FTE기준) , 세 번째로
주요국 과학인프라순위(IMD) 를 제공한다. 그 아래에는 지표 그래픽에 해당
하는 우리나라의 순위와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5개 세부 항목
에 대한 소개와 PDF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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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TIS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Main.do)
<표 2-3> NTIS 과학기술 통계 제공 화면

주요 과학기술통계에는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
술혁신, 기타과학기술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가능한 범
위에서 통계를 제공한다. 전체 통계지표의 수는 126개이며, 과학기술투자 41
개, 과학기술인력 30개, 과학기술성과 30개, 과학기술혁신 10개, 기타과학기
술 15개 세부 통계를 제공한다. 제공화면에는 각 통계별로 연도, (국가), 지
표(분류), (단위) 등을 선택하여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 지표
의 그래픽과 통계표를 제공한다. 화면에는 제공한 통계에 대한 용어 설명 및
메타정보가 제공된다. 지식재산 통계는 과학기술성과에서 제공하며, 성별, 지
역별, 산업별, 연구수행주체별로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에 대해 10개 지표를

- 17 -

제공하며, 국가별 인구 백명당, 연구개발비 10억달러당 삼극특허건수, 국가별
미국, 유럽에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국가별 PCT 출원건수, 국가별 정보통
신/생명공학기술 분야 PCT 출원건수 통계를 제공한다.

<표 2-4> NTIS에서 제공하는 통계목록
주요통계목록
부문

세부문

세세부문
총연구개발비(4)
주체별, 재원별 연구개발비(4)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3)
비목별,기술별,지역별 연구개발비(5)
기업 연구개발비(3)
산업별 연구개발비(4)
연구개발비 집약도(3)
정부연구개발예산(4)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조사·분석)(7)

총 연구개발비(26)
과학기술투자
(41)
정부 연구개발비(11)
중소기업 기술개발비(4)

총연구개발인력(3)
세부 분류별 연구개발인력(7)
기업 연구개발인력(3)
과학기술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5)
(30)
이공계인력(6)
산업기술인력(4)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2)
논문(4)
국내특허(5)
특허(10)
국제특허(5)
과학기술성과
기술무역(6)
첨단산업무역(4)
(30)
IMD 세계경쟁력(3)
국가경쟁력(6
WEF 세계경쟁력(2)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1)
과학기술혁신
기술혁신활동 및 수준(8)
지원제도(2)
(10)
에너지(4)
기타과학기술
우주(2)
바이오(4)
(15)
경제사회지표(5)
총계
126
( ) 안은 통계지표 수
연구개발인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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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TIS 홈페이지 (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IdctVo.do)
<그림 2-7> 과학기술 통계 주요과학기술 통계 제공화면

다음에는 기술수준평가 정보가 있다. 기술수준 정보는 2012∼2016년까지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5개국 기술수준 정보로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① 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 ② 기초연구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③ 응용, 개발연구 기
술수준 및 기술격차, ④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⑤ 인프라 구축수준 통계를
제공하며, 화면에서는 분야, 국가전략기술명, 국가, 지표 등의 지표정보가 제
공된다. 다음으로 기술수준향상 방안에 ① 투자주체비율, ② 기초·응용, 개
발 투자 비율, ③ 향후 연구주도 주체비율, ④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필요정
책(순위)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NTIS 홈페이지 (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IdctVo.do)
<그림 2-8> 과학기술 통계 기술수준평가 제공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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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예측 정보에서는 5차 과학기술예측(2016년), 4차 과학기술예측
(2011년)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내용에는 분과 , 미래기술 , 명칭, 관련 이
슈 등 정보가 제공되며, 기술경쟁력 및 선도국가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시설장비 부문에서는 투자현황(7개), 활용현황(8개)의 통계정보를 제공
하며,

연도 와

세부주제별 부문 등의 선택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출처 : NTIS 홈페이지 (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IdctVo.do)
<그림 2-9> 연구시설장비 통계 제공화면

NTIS에서 제공되는 통계서비스를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와 비교해
보자. 남녀(성별) 지식재산 출원 건수에 대한 통계서비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볼 수 있다. IPSS는 지식재산 통계연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통계표와
그래픽 정보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NTIS에 비해 정보 소비자의 필요에
따른 통계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첫째, NTIS에서는
출원과 등록 통계를 모두 제공하지만, 이용자가 제공 범위를 선택할 수 있
다. 둘째, IPSS는 연보에는 기재되어 있는 통계 특성 및 설명 자료가 없는 한
계가 있는 반면 NTIS는 통계표 아래에 부족하지만, 출처, 참고사항, 지표 설
명 등을 제공하고 있다. NTIS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보에서 서비스 목적에
따른 선택적으로 통계를 제공하지만,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시각적 표
현과 통계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환경(UI)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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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PSS (http://ipstat.kipi.or.kr/)
<그림 2-10> IPSS 남녀별 출원건수 통계 제공화면

출처 : NTIS 주요과학기술 통계
<그림 2-11> NTIS에서 제공하는 성별 특허출원건수 통계 제공화면

3. 국가통계포털(KOSIS)
국가통계포털(KOSIS)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서비스로 국내에서 공식
적으로 수집되는 모든 승인통계와 국제통계를 제공하는 공공 통계 포털사이
트이며 http://kosis.kr/로 접속할 수 있다. KOSIS의 홈페이지는 보는 아래와
같고

국내통계 ,

국제·북한통계 ,

쉽게보는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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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간행물 의 서비

스를 제공하며,
를 제공하고

국내통계 에는 주제별, 기관별, e-지방지표, 과거·중지통계

국제·북한통계 에는 국제통계와 북한 통계를 제공한다.

쉽게

보는 통계 는 대상별 접근, 이슈별접근, 통계시각화 콘텐츠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2-12> 국가통계포털 제공 화면

KOSIS의

국내통계 를 살펴보면 국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

관, 공사/공단, 연구기관, 협회/조합, 기타기관에서 조사하고 제시하는 통계를
검토하여 국가 통계로 승인하고 각 부문별로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로 제공
되는 통계의 제공화면과 분류 및 통계 수는 다음의 그림과 표와 같다.

a) 주제별통계
b) 기관별통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c) e-지방지표

<그림 2-13>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서비스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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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과거·중지통계

<표 2-5> 국내통계 목록과 목록 별 제공되는 통계표의 수
구분

주제별 통계

기관별통계
주제별

e-지방
지표

지역별
테마별
광복이전
통계

과거·중지
통계

대한민국
통계연감
작성중지
통계

부문목록
인구·가구, 고용·임금, 물가·가계, 보건·복지, 사회 ,
교육·문화, 과학·환경, 농림어업,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 재정·금융,
무역·국제수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사/공단,
연구기관, 협회 / 조합, 기타기관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성장과 안정, 안전, 환경,
사회통합
특별시(1), 광역시(6개), 특별자치시(1개), 도(9개)
일자리 상황, 삶의 질, 저출산/고령화
국토·기후,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물가, 보건·복지,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주택·상수도, 교통·정보통신,
재정·금융·보험, 무역·외환·국제수지, 교육·문화·과학,
범죄·재해, 사법·행정
국제통계
가구소비실태조사,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건설업금융실태조사
경남관광실태조사 외 전체 75개 통계표

통계표 수

77,700개

146,788개
226개
250개
69개
2,277개
1,097개

7,804개

KOSIS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예시를 통해 통계포털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털에서

광업·제조업 조사 의 일부정보를 추출한다면, 국가통계포

국내통계

들어가면,

→

주제별 통계

광업·제조업 조사

→

광공업·에너지

→

관공업 으로

자료가 있다. 통계분류 목록에서

산업편 을

보면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점별로 자료를 제공한다. 10차 개정은 2016년부터
적용 되었으므로 ‘9차 개정’을 살펴보자. 통계 목록에서 시도(시군구)/산업
분류별 주요지표(10인 이상)를 검토하자. 기본적으로 통계명칭으로 들어가면
다음의 그림에서 (a)와 같이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1레벨의 항목, 시도별 ,
산업별, 시점별 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이용자가 4개의 범주 안에서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경우

화면에서

보이는

‘항목’,

‘시도별’,

‘산업별’,

‘시점’을 각각 열면 아래의 (b), (c), (d), (e)와 같이 선택화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화면상의 쿼리를 선택한 후 (a)화면의 우측 상단의

를 누르

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도출할 수 있다. 만약 자료가 20,000셀 이
상인

경우

웹에서

제공하지

않고

‘통계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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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바뀌며,

200,000셀 이상인 경우 다운로드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시점이나 산
업을 분리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다운로드 전에 기본 통계제공화면(a)를
보면

등의 아이콘이 있다. 순서대로 피봇, 부가기능/데이터 찾기, 분

석, 그래프, 즐겨찾기, 다운로드, 출력의 기능을 담고 있다. 분석의 경우 전
년대비 혹은 기준년도 대비 증감, 증감률, 누계 등 분석이 가능하다.

(a) 시도(시구군)/산업분류별 주요지표(10명 이상) 기본 제공화면

(b) 항목 선택

(d) 산업 분류 선택

(c) 시도별 선택

(e) 시점 선택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2-14> 국가통계포털 통계지표 제공 화면

통계자료를 다운로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며, 제공하는 파일
의 형식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엑셀, CSV, TXT, SDMX의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자료의 기본적인 정렬을 이용자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통계목록에서 보면, 통계지표 명 뒤에 두 가지 아이콘
가 있다.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연간 전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와
를

열면, 통계에 대한 명칭, 수록기간, 출처, 분류 및 항목, 주석 등 통계표의
정보를 제공한다.

- 24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2-15>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서비스

살펴본바와 같이 국가통계포털의 경우 부문별 세부 항목을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으며, 추출시 다층의 복합적인 시계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요약하면, 만약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특허 출원 건수만을 추출하려면 IPSS는 모든 정보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필요
한 정보만을 정리한 후 분석하지만, KOSIS는 원하는 정보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통계파일 데이터 용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특
허청과 동일한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의 제공화면을 살펴보자. 지식재산권 통
계자료는 (1)
기관별 통계

주제별 통계
→

→

중앙행정기관

과학·환경
→

→

과학 의 경로에 있고, (2)

특허청 의 경로에서도 찾을 수 있다.

(a) 출원건수 통계 기본 제공화면

(b) 권리별 선택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2-16>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출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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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통계의 기본 화면은 IPSS의 연도별 출원
총괄 화면과 유사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가 기능은 차이가 있다. IPSS
는 이용자가 원하는 출원 통계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화면 우측
하단의 엑셀(

) 아이콘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통계를 정리해야 한다.

출처 : 특허청, IPSS 지식재산 통계(http://ipstat.kipi.or.kr)
<그림 2-17> IPSS 연도별 권리별 출원 통계

특허청의 IPSS와 지식재산권 통계에서 제공하는 모든 통계표가 통계청에도
제공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경우 통계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만을 선택하여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 2 절 해외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현황 및 심층분석
본 절에서는 WIPO, 미국 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
(JPO)의 통계서비스를 검토하고,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시사점
을 검토하고자 한다.
1.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s(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 통계 데이터
센터)는 WIPO가 제공하는 장기 전세계 지식재산 시계열 통계 서비스이다.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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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데이터 센터는 전세계의 지식재산 정책, 비즈니스 및 기술 추세를 이해
를 돕기 위한 서비스이며, 전 세계의 지식재산 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제공
하며, 세계 IP 활동과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WIPO가 시행한 조약에 대한 통
계보고서를 발간한다. 매년 국가 혹은 지역의 IP 기관(한국은 특허청)을 통해
제공된 데이터와 PCT, 마드리드,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국제 출원시 WIPO가
수집한 자료, 유럽특허청의 PATSTAT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접속경로는

IP통계센터

주소(https://www3.wipo.int/ipstats/)나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에서
Resources

→

Statistics 의

경로로

Knowledge

들어가면

→

Information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의 제목 아래 관련한 뉴스, IP 통계데이터 센터, IP 통계정보에
대한 리스트가 출력된다. 여기서

IP Statistics Data Center 로 접속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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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홈페이지>

<Statistics 페이지>
출처 :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portal/en/)
<그림 2-18> 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 접속경로

WIPO IP 통계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되는 첫 화면은 다음의 <그림2-18>과
같다. 기본적인 분류는 Key indicators, Patent, trademark, Industrial design,
Utility model, PCT, Madrid, Hague에 대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WIPO
에 가입한 이용자라면, 자신이 저장해둔 통계 검색 식을 다시 확인하고 이용
할 수 있다. Key indicators를 제외하고 다른 지표는 drop down 메뉴를 이용
하여 원하는 통계를 추출하고 다운 받을 수 있다. IP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통계의 수는 다음 <표 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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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 제공 통계 수
구분
Key indicators
Patent
trademark
Industrial design

대표 지표수
12
14
21
21

보고형식별
5
5
5

Utility model

6

5

비고
-관청별 총 건수
-관청별 내-외국인별 건수
-출원인 국적별 건수
-출원인 국적별 국내-해외 건수
-접수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건수

PCT
23
3
Madrid
21
3
-연/분기/월별 자료
Hague
18
3
출처 : 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https://www3.wipo.int/ipstats/)
* 대표지표수별로 보고형식별 세부 자료로 구성됨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그림 2-19> 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

첫 번째에 있는 ‘Key indicators’에는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권리별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 ‘Total applications’은 2018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2004
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에 대해 전체 출원된 건수를
집계하여 제공한다. 두 번째, ‘Applications by resident and non-resident’
는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연도별 출원 건수
통계를 제공하며, ‘Applications by regions’은 조사된 국가의 지역(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기타 국으로 구분하여 출원 건수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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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네 번째 지표인 ‘Applications by income groups’은 국가의 소득
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권리별로 출원 건수 통계를 제공한다. ‘IP rights in
force’는 권리별로 유효한 산업재산권 건수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각 권리
별 특성별 건수 통계를 제공한다. 우선, ‘Patent - Applications for the top
20 offices’에서 특허 부분의 상위 20개 사무소(국가별 특허청)에 출원된 건
수 통계를 제공한다. 상위 20개국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홍콩,
EPO,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Patent Applications by filing route: Direct and PCT System’에서 직접 출원 건수와
PCT를 이용한 출원 건수 통계를 제공한다. 실용산안의 경우 특허와 같이 상
위

10개

사무소에서

출원된

건수

통계를

제공한다(Utility

model

-

Applications for the top 10 offices). 실용신안은 제도가 있는 국가가 20여개
국가 가운데, 주요국은 브라질,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러시아, 스페인,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이다. 상표는 상위 20개 기관(Trademark - Application class
counts for the top 20 offices)을 대상으로 출원 건수와 경로별(Trademark Application class counts by filing route: Direct and Madrid System) 출원건수
통계를 제공한다. 상위 20개 기관은 유럽특허청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
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한국,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베트남 각국의 특허청이다. 디자인역시 20개의 상
위 20개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 건수 통계(Industrial design - Application
design counts for the top 20 offices)와 또한 출원 경로에 따른 통계를 제공
한다.(Industrial design - Application design counts by filing route: Direct and
Hague System)
두 번째 부터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권리별 통계정보와 PCT,
Madrid, Hague의 출원 경로별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특허는 출원과 등록 통
계에 대해 출원 경로 및 지역, 출원인의 지역, 패밀리 특성, 기술특성 등 통
계와 지역별 GDP 및 인구대비 출원 건수 지표를 제공한다. 통계 제공 기간
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출원 지역별 총 건수, 출원 지역별 내국인과
외국인별 건수, 출원인 국적별 총 건수, 출원인 국적별 내국인의 총 건수, 출
원인 국적 및 출원 지역별 총 건수 등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14개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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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주요 지표의 목록은 <표2-6>과 같다. 특허의 경우 WIPO에서 정의
하는 기술 분류별(35개 분류)로 특허 출원 건수 통계를 제공한다.

<표 2-7> WIPO IP 통계 센터의 특허(Patent) 통계 지표 목록
1

Total patent applications (direct and PCT 전체 특허출원건수 (직접과 PCT 국가단
national phase entries)
계 진입)

2

Total patent grants (direct and PCT 전체 특허 등록 건수 (직접과 PCT 국가
national phase entries)
단계 진입)

3

Patents in force

유효특허

4

Patent Publications by technology

기술별 특허 공개건수

5

Patent grants by technology

기술별 특허 등록건수

6

Patent family by origin and first filling 출원인 국적과 최초 출원 관청별 특허
office
패밀리 건수

7

Foreign – oriented patent family by 출원인 국적과 최종 사무소별 외국인
origin and destination office
특허 패밀리 특허 수

8

Foreign – oriented patent family by 출원인 국적과 최초 출원 사무소별 외
origin and first filing office
국인 패밀리 특허 수

9

Resident applications per 100billion USD 지역별 GDP 1,000억 달러당 지역내 거
GDP (2011 PPP) (by origin)
주자 출원 건수(2011년 PPP 기준)

10

Resident
applications
population (by origin)

per

million 지역별 100만 명 당 지역내 거주자 출
원 건수

* 1∼2번 지표는 직접 출원과 PCT system을 통해 출원된 지표는 생략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상표(Trademark)의 경우 출원 경로 및 지역, NICE 상품분류 등 출원과 등
록 통계와 GDP와 인구대비 출원 건수 통계를 제공하며, 특허와 동일하게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 지표를 포함하여 21개 통계가
제공되며, 주요 지표는 <표 2-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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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WIPO IP 통계 센터의 상표(Trademark) 통계 지표 목록
1

Total Trademark applications (direct and 전체 상표 출원 건수 (직접과 마드리드
via the Madrid System)
시스템을 통한 출원)

2

Total trademark registrations (direct and 전체 상표 등록 건수 (직접과 마드리드
via the Madrid System)
시스템을 통한 출원)

3

Total applications by class (direct and via 클래스별 전체 출원 건수 (직접과 마드
the Madrid System)
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

4

Total registrations by class (direct and 클래스별 전체 등록 건수 (직접과 마드
via the Madrid System)
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

5

Class count in total applications (direct 전체 출원에서 NICE(클래스)기준 출원 건
and via the Madrid System)
수(직접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

6

Class count in total registrations (direct NICE 클래스분류 기준의 상표 등록 수
and via the Madrid System)
(직접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출원)

7

Trademark in force (by office)

8

Resident class count per 100billion USD 지역별 GDP 1000달러 당 거주자의 등록
GDP (2011 PPP) (by origin)
된 클래스 수

9

Resident class count
population (by origin)

per

사무소별 유효 상표 수

million 지역별 백만 명 당 거주자의 등록된 클
래스 수

* 1∼6번 지표까지 직접 출원과 madrid system을 통해 출원된 지표는 생략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디자인(Industrial design)도 특허와 상표와 동일하게 21개 지표로 구성되며,
출원 경로, 디자인 분류별 특성별 출원 및 등록 통계와 GDP 및 인구 대비
디자인 수의 통계를 제공한다. 디자인의 분류는 Locarno 분류(32개 분류)에
따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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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WIPO IP 통계 센터의 디자인(Industrial design) 통계 지표 목록
1

Total design applications (direct and via 전체 디자인 출원 건수 (직접과 헤이그
the Hague system)
시스템을 통한 출원)

2

Total design registrations (direct and via 전체 디자인 등록 건수 (직접과 헤이그
the Hague system)
시스템을 통한 출원)

3

Total applications by class (direct and via 클래스별 전체 출원 건수 (직접과 헤이
the Hague system)
그 시스템을 통한 출원)

4

Total registrations by class (direct and 클래스별 전체 등록 건수 (직접과 헤이
via the Hague system)
그 시스템을 통한 출원)

5

Design count in total applications (direct
전체 출원에서 디자인의 수
and via the Hague system)

6

Design count in total registrations (direct
전체 등록에서 디자인의 수
and via the Hague system)

7

Design registrations in force (by office)

8

Resident design count per 100 million GDP 1,000억 달러당 거주자의 디자인
USD GDP (2011 PPP) (by origin)
수

9

Resident design count
population (by origin)

per

million

사무소별 유효 디자인 등록 건수

인구 백만 명 당 거주자의 디자인 수

* 1∼6번 지표까지 직접 출원과 Hague system을 통해 출원된 지표는 생략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실용신안(Utility model)의 경우 출원 건수와 등록건수에 대해 6개 통계지표
를 제공한다.

<표 2-10> WIPO IP 통계 센터의 실용신안(Utility model) 통계 지표 목록
Total utility model applications (direct and 전체 실용신안 출원 건수 (직접과 헤이
PCT national phase entries)
그 시스템을 통한 출원)
Total utility model grants (direct and PCT 전체 실용신안 등록 건수 (직접과 헤이
2
national phase entries)
그 시스템을 통한 출원)
* 1∼6번 지표까지 직접 출원과 Hague system을 통해 출원된 지표는 생략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1

PCT 통계는 23개 지표로 구성되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별, 분기별,
월별 통계를 제공한다. 통계는 지역별, 국적별, 국제 사무소 접수 시기, 언어,
기술유형 등 분류별 PCT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통계를 제공한다. 출원서
언어의 경우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
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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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WIPO IP 통계 센터의 PCT 통계 지표 목록
1

PCT applications by filling date

연도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2

PCT applications by date of receipt at IB

국제사무소(IB)에 접수시기별 PCT 출원
건수

3

PCT applications by filling medium(filing
출원 파일 형식별 출원 건수
date)

4

PCT publication by language

5

PCT publication by technology (ⓐ~/ⓑby 국적(ⓑ접수 관청별) 기술별 PCT 공개
RO)
건수

6

PCT publications by IPC class

IPC 분류별 PCT 공개 건수

7

PCT publications by A1 / A2

A1과 A2별 PCT 공개 건수

8
9
10
11
12
13
14
15
16

출원 언어별 PCT 공개 건수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ISA)
출원인국적 및 접수 관청이 정한 국제조
selected by applicants (or by Receiving
사기관
Office)
International Search Reports established
ISA 조사보고서 건수
by ISA
Chapter II Demands by IPEA

IPEA의 국제예비심사 청구 건수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s by
IPEA
Requests of Supplementary International
Searches (SIS) by SISA
Timeliness of RO to transmit copies of
PCT filings to IB
Timeliness of ISA to transmit ISR to IB
(from priority date)
Timeliness of ISA to transmit ISR to IB
(from receipt of search copy)
Timeliness of IPEA to transmit IPER to
IB (from priority date)

17

Timeliness of IB to publish PCT filings

18

Timeliness of IB to publish late ISRs

IPEA의 국제예비심사 건수
SISA의 국제조사 보완 요청
출원서 사본을 국제사무소에 송부하기까
지 접수처 소요시간
국제사무소에 국제조사보고서 송부까지
소요시간(우선지정일부터)
국제사무소에 국제조사보고서 송부까지
소요시간
국제사무소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송부
까지 소요시간(우선지정일부터)
국제사무소의 PCT 서류 공개까지 소요
시간
국제사무소의 과거 국제조사보고서 공개
까지 소요시간

* RO : Receiving Office
** A1 : International application published with ISR (international Search Report)
A2 : International application published with ISR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published
with declaration under Article 17(2) (a) (From 01-01-2009 onwards)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PCT, Madrid, Hague 시스템을 통해 국제 출원되는 지식재산권은 앞의 통
계와 달리 월별, 분기별, 연도별 자료를 제공한다. 앞선 통계자료에서 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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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별로 연도별 PCT, Madrid, Hague 경로로 출원된 지식재산에 대한 세부 자
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 지표에 대해 제공하지 않는다.
마드리드 협약에 따른 상표 출원·등록 관련 통계는 다음 표와 같고, 출원
지역, 소유자 국적, 지정 특성 등 출원·등록·갱신건수를 제공한다. 자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분기별, 월별 통계를 제공한다.

<표 2-12> WIPO IP 통계 센터의 Madrid 통계 지표 목록
1

Applications by Office of Origin

최초 접수 관청별 출원 건수(국제사무소
접수일과 출원일 기준)

2

Applications by country of holder

소유자 국적별 출원 건수

3

Registrations by Office of Origin

출원 관청별 등록건수

4

Registrations by country of holder

소유자 국적별 등록건수

5

6
7
8
9
10
11
12

Total designations (ⓐ ~in applications
and ⓑ ~total subsequent designations)
(:by date of receipt at IB)
Total
designations
in
registrations
(Designations
in
registrations
and
subsequent designations)
Subsequent designations by coutry of
holder
Designations in renewals by designated
office
Renewals by country of holder

등록건의 전체 지정 건수(등록시 지정과
사후지정 건수)
소유자 국적별 사후지정건수
지정 관청별 갱신건의 지정 건수
소유자 국적별 갱신건수

Applications of renewals by Office of
최초 접수 관청별 갱신된 출원 건수
Origin
Applications of subsequent designations
최초 접수 관청별(혹은 지정된 사무소
by Office of Origin(or by designated
별) 사후지정 된 출원 건수
office)
Refusals by contracting party

계약당사자별 거절건수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
Specified in Registrations by Office of
Origin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
14 Specified in Registrations by designated
office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13

전체 지정 건수(출원 건 및 전체 사후지
정 건수 : IB접수일 기준)

최초 접수 관청별 등록건의 상품분류 및
서비스 종류
지정 관청별 등록된 상품 분류 및 서비
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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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시스템에 따라 국제사무소에 출원된 디자인권의 통계 지표는 다음
과 같이 제공된다. 출원 관청, 권리자의 국적별 출원, 등록, 갱신 건수와 분
류별 건수 및 지정 국가 등 통계를 제공하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를
연도별, 분기별, 월별로 제공한다.

<표 2-13> WIPO IP 통계 센터의 Hague 통계 지표 목록
1

Applications by office

출원 관청별 출원 건수

2

Applications by origin

출원인 국적별 출원 건수

3

Registrations by office

관청별 등록 건수

4

Registrations by origin

출원인 국적별 등록 건수

5

Renewals by office

관청별 갱신 건수

6

Renewals by origin

출원인 국적별 갱신 건수

7

Designs in applications by office

관청별 출원된 디자인 수

8

Designs in applications by origin

출원인 국적별 출원된 디자인 수

9

Designs in registrations by office

관청별 등록된 디자인 수

10

Designs in registrations by origin

출원인 국적별 등록된 디자인 수

11

Designs in renewals by office

관청별 갱신 건수

12

Designs in renewals by origin

출원인 국적별 갱신 건수

13

Applications by designated office

지정 관청별 출원 건수

14

registrations by designated office

지정 관청별 등록 건수

15

Renewals by designated office

지정 관청별 갱신 건수

16

Designs in applications by designated office

지정 관청별 출원된 디자인 수

17

Designs in registrations by designated office

지정 관청별 등록된 디자인 수

18

Designs in renewals by designated office

지정 관청별 갱신된 디자인 수

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통계 추출의 예를 들면, 특허 출원인 국적과 출원 관청별 출원 건수를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추출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선택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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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3.wipo.int/ipstats/
<그림 2-20> WIPO IP 통계 데이터센터에서 자료 추출 예시

WIPO는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제공하는 통계 정보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출처,
용어 등의 정의, 세부 검색 옵션의 정의를 제공하며, 관련한 상세 설명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설명 자료를 제공한다.

출처 : http://www.wipo.int/ipstats/en/help/
<그림 2-21> ‘WIPO 통계 데이터 센터’ 관련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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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통계서비스
미국 특허 상표청의 통계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www.uspto.gov/)에서
Learning and Resources

→

Statistics 를 통해 접속하면 다음 그림과 같

이 특허와 상표에 대한 통계 서비스 목록을 볼 수 있다.

출처 :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statistics
<그림 2-22> USPTO 통계 서비스 제공 화면

1) USPTO Data Visualization Center — Patents Dashboard
USPTO에서는 특허와 상표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USPTO의 Data Visualization Center(DVC)에서 심사 대기기간, 심사 미처리건
수 등 특허 데이터에 대한 월별 요약정보를 담은 Patents Dashboard를 제공
하며, Calender Year Patent Statistics는 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PTMT)의 연도별 다양한 특허 통계보고서를 제공한다. Fiscal Year
Patent

Statistics는

USPTO의

연차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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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마지막으로

Miscellaneous Patent Statistics, Other Web Pages에서는 특허통계와 관련한
출처 등 링크를 제공한다. 상표의 경우 특허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DVC의
Trademark Dashboard와 연차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USPTO의 DVC의 Dashboard 서비스에서 특허 데이터는 다음의 그림과 같
이 월별로 1차 심사대기, 심사품질, 디자인 심사 자료, 심사처리, 재심사, 접
수통계 등 다양한 심사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Dashboard 서비스
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기판의 형태의 시각화를 통해 USPTO의 특허
심사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엑셀, PDF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출처 : USPTO DVC Patents Dashboard
(https://www.uspto.gov/dashboards/patents/main.dashxml)
<그림 2-23> USPTO DVC Patents Dashboard

Dashboard를 통해 제공하는 주요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심사와 관련하
여 심사기간, 심사의 질, 심사에 대한 수정, 우선권, 빠른 심사 등 다양한 출
원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통계서비스이다. 즉, Dashboard에서 제공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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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출원인이 출원 접수하여 1차 심사 및 등록까지의 단계별 소요 기간과
심사의 품질 등 자신의 발명이 권리화되는 단계에 대한 정보와, 또한 향후
출원 예정인 발명가에게는 출원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표 2-14> USPTO 특허 dashboard 제공 지표
Pendency data
1차 심사처리 기간
총 심사처리 기간
Traditional 연도별 심사 기간 상세
(심사대기, 출원인 수정, 심사)
Traditional
REC 요청을 포함한 심사 기간 상세
Continued
(심사대기, 출원인 수정, 심사)

First Office Action Pendency (months)*
Traditional Total Pendency (months)
Office Time and Applicant Time Total Pendency
Office Time and Applicant Time Total Pendency Including Requests for
Examination (RCEs)
Traditional Total Pendency Including Requests for
REC 요청을 포함한 총 심사기간
Continued Examination (RCEs)
Forward-Looking First Action Pendency (months)
1차 심사까지 예상 기간
Pendency from Application Filing to Board 출원서 접수에서 거절에 따른 BPAI 상고
Decision
결정을 고려한 소요 기간
Pendency of Applications Which Include at Least 최소 1회 REC를 포함하는 경우 심사 처
On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리 기간
Pendency from RCE Filing to Next Office Action
REC 접수 후 심사처리까지 기간
Pendency of Continuation Applications
연속신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
Pendency of Divisional Applications
분할신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
Quality Data
Quality Composite Score
심사품질 종합점수
Quality: Final Disposition Compliance Rate
최종 처분에 대한 준수율
Quality: In-Process Compliance Rate
심사단계의 준수율
Quality: First Action on the Merits Search Review FAOM 조사보고서 품질
Quality: Complete First Action on the Merits
FAOM 완료 보고서 품질
Review
Quality Index Reporting
품질지수
External Quality Survey
외부 품질 조사
Internal Quality Survey
내부 품질 조사
Design Data
Design First Office Action Pendency
1차 심사처리 기간
Design Traditional Total Pendency
총 심사 처리 기간
Design Unexamined Application Inventory
미처리건수
Monthly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s Received 월별 USPTO에 접수된 국제 디자인 출원
by the USPTO
건수
Design Application Production Units
연간 디자인 심사 누적건수
Design Examiners on Staff
디자인 심사관 수
Design Allowance Rate
디자인 등록율
Rocket Docket Pendency From Grant of Request 우선심사 요청에 따른 1차 심사부터 등
for Expedited Examination To First Action
록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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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Final response Data
Replies to After Final Response
최종 이의신청에 대한 응답기간
Examiners' Actions in Reply to After Final
최종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행동
Responses
Turnaround Time of Applications Receiving an
최종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After Final Response
Production, Unexamined Inventory, and Filing Data
Unexamined Patent Application Inventory
미심사 건수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RCE 요청 건수
Inventory
Utility, Plant, and Reissue (UPR) Patent
Utility, 식물, 재발행 특허 누적건수
Application Production Units
Patent Examiners on Staff
특허심사관 수
Average Actions Per Disposal
평균 처분 건수
Utility, Plant, and Reissue (UPR) Patent
URP 등록결정율
Applications Allowed
12-Month Utility, Plant, and Reissue (UPR) Patent
기업규모별 UPR 취득 건수
Applications Received by Entity
Central Reexamination Unit Data
Reexaminations
재심사
Volume of Proceedings *
출원 단계별 재심사 건수
Timing of Proceedings
평균 처리 기간
Amendment Turnaround Data
12-Month Rolling Average Median and Average
최종 보정 전 평균/중간 처리 기간
Turnaround Time for Non-Final Amendments
Percent of Amendments Acted on More Than
접수 후 4주 이상 걸린 보정 비율
Four Months After Receipt
Amended Application Turnaround Time - Age in
Weeks of Amendments Acted Upon in The Past 보정된 출원의 처리 기간
Month
Pending Amended Inventory by Weeks Old
주별 대기 중인 보정서
Patent Term Adjustment Data
Patents Issued in the Past Month with PTA
존속기간이 조정되어 등록된 특허 건수
Breakdown
Patents Issued in the Past Month That Received
존속기간 조정 유형별 등록 건수
PTA by Type
Average Days Delay of Applications Receiving 유형별 PTA조정을 받은 출원의 평균 지
PTA Adjustment in the Past Month by Type
연일수
Special Program Data
First Action Allowance Rate - First Action
신속심사의 1차 심사 승인율
Interview Pilot cases vs. all new cases
Track One Pendency From Petition Grant to First 신속심사서 승인에서 1차 거절이유통지
Office Action
서까지 기간
Track One Pendency From Petition Grant To
신속심사서 승인에서 최종처분까지 기간
Fin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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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One Pendency From Petition Grant To 신속심사서 승인에서 등록승인까지의 기
Allowance
간
Track One Pendency From Filing to Petition
접수에서 신청서 승인까지 기간
Grant
Track One Final Dispositions
최종 처분 결과
Track One Applications Received in the Previous
월별 신속심사로 출원된 특허 건수
12-Months
Petition Data
Frequently Filed Petitions in the Office of Petitions 주로 제기되는 청원
E-Petitions and Non-E-Petitions Data
전자 청원과 비전자 청원 자료

DVC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좌측에 지표에 대한 당해 혹은 당
월의 평균 지표를 계기판 형태나 그래프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측에 그 설명을 제
공한다.

출처 : USPTO(https://www.uspto.gov/corda/dashboards/patents/main.dashxml?CTNAVID=1004)
<그림 2-24> Patent Dashboard의 Pendency Data의 1차 심사 기간정보

상표의 Dashboard는 심사처리 기간, 출원 서류 및 기타통계를 포함한 상표
데이터의 분기별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와는 달리 계기판이
아닌 거리 측정계와 같은 디자인과 그래프로 제공된다. 또한 주요 이슈별 페
이지를 별도 제공하지 않고 전체 지표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상표 심사에 대한 기간 및 품질에 대한 지표와 최종심사
품질, 예외적 등록거절에 대한 지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아래로
아래의 <그림 2-24>와 같이 심사기간과 심사품질 등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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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SPTO(https://www.uspto.gov/dashboards/trademarks/main.dashxml)
<그림 2-25> USPTO Trademark Dashboard

<표 2-15> USPTO 상표 Dashboard 제공 지표
Measures of Timeliness
First Action Pendency, Last Three Years
1차 심사기간, 최근 3년과 비교
Total Pendency, Last Three Years
총 심사기간, 최근 3년과 비교
Total Pendency Including Suspended and Inter 지연되거나 소송중인 건을 포함한 총
Parties Proceedings, Last Three Years
심사기간
Statement of Use Pendency (days)
사용증명 기간
Post Registration Renewal Pendency (day)
갱신등록 기간
Measures of Quality
First Action Quality, Last Three Years
1차 심사 품질, 최근 3년과 비교
Final Action Quality, Last Three Years
최종심사 품질
Exceptional Office Action, Last Three Years
최근3년간 예외적 의견제출 통지서
Metrics by Application Filing Method
Total Application by Filing Method(classes)
접수 방법별 출원건수
Pendency by Filing Method(months)
접수방법별 처리 기간
Percentage of Applications Approved Upon First 접수방법별 1차 심사에서 승인된 출
Action
원 비율
Applications completely Processed Electronically
전자 출원율
(classes)
Application Metrics
Fiscal Year Application filings
연도별 출원건수 비교
Application Filings (clases)
연도별 분기별 출원서 접수건수 비교
Application filing Basis
출원서 접수 경로
Active Registrations
존속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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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gistrations by Fiscal Year
New registrations
Trademark Office Inventory Assessment, Pending
Applications
Trademark Office Inventory Assessment,
Application Awaiting Examination

연도별 신규 등록 건수
최근3년 분기별 등록건수
최근 3년 분기별 심사중인 출원건수
최근 3년 분기별 심사대기중인 출원
건수

2) Calendar Year Patent Statistics (연간특허 통계)
USPTO에서 발간하는 대부분의 통계는 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PTMT)에서 발표하며, 연간 특허통계(Calendar Year Patent Statistics)에
서 확인할 수 있다. PTMT에서 발행하는 특허 통계 보고서는 특허 문서 유형
별 보고서, 지역별 보고서, 출원인 특성별 보고서, 기술유형별 보고서, 출원
인 국적별 보고서, 산업분류 기준의 보고서, 출원인(발명인) 국적/지역별 통
계, 연도별 특허보고서, 기타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허, 디자
인, 식물, 등 다양한 특허 종류에 대한 장기 시계열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
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 출원인 국적(국가별, 국내는 주/
지역)별, 기술 분류별, 산업분류별, 출원인 유형별 통계 자료와 다출원인 통
계 등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USPTO(https://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reports.htm)
<그림 2-26> USPTO 연간 특허 통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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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USPTO 연간 특허 통계 보고서의 제공 지표
By Type of Patent Document
U.S. Patent Statistics Report
미국 특허 통계 보고서
Patent Counts, Single Year Reports, 1992 to Present
연간 특허 건수 통계
출원인 지역/국적별 기술유형별 발
All Technologies ( Utility Patents ) Report
명특허 보고서
Patenting of Ornamental Designs (Design Patents)
디자인 특허 통계
Plant Patents Report
식물특허 통계
Reissue Patents Report
재발행 특허 보고서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s
and
Defensive
USPTO가 발행한 특허 통계
Publications Report
모든 특허(디자인, 식물 등 포함)한
All Patents, All Types Report
특허 통계
Number of Utility Patent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1965년부터 최근까지 출원인 국적
States By Country of Origin, Calendar Years 1965 to
별 출원건수
Present
By Geographic Origin
Patent Counts by Country/State and Year, Utility Patents
국가별 주별 연간 등록 특허 건수
Report
Patent Counts by Country/State and Year, Plant Patents
국가 / 주별 식물특허 보고서
Report
Patent Counts by Country/State and Year, All Patents, All 국가/주별 전체 특허/전체 유형별
Types Report
특허 보고서
DRILL-DOWN Utility Patent Report, Patenting by
출원인 국적별(다출원 기업별) 특
Geographic Origin (State and Country)- Breakout By
허 보고서
Organization
DRILL-DOWN Utility Patent Report, Patenting by
출원인 지역/국적별 기술분류별 특
Geographic Origin (State and Country)- Breakout By
허보고서
Technology Class
DRILL-DOWN Utility Patent Report,
Patenting in 기술분류별 출원인 지역/국적별 특
Technology Classes - Breakout By Geographic Origin
허 보고서
U.S. Metropolitan Area, Micropolitan Area, and County 미국내 지역별 세부 지역별 특허
Patent Activity Reports
보고서
State and Country Technology Emphasis Report, 미국 주/국가별 기술 유형별 기업
Corporate Utility Patents
특허 보고서
By Patenting Organization
U.S. Patent Statistics Report
미국 특허 통계 보고서
Final Tabulation - Patenting by Organizations Report,
조직(기관,기업)별 특허 보고서
Single Year Reports, 1995 to Present
Preliminary List of Top Patenting Organizations During the 1991년부터 최근까지 다출원 조직
Calendar Year, Single Year Reports, 1991 to Present
특허 보고서
U.S. (Federal) Government Patenting Report
미국 정부 및 주정부 특허보고서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Utility Patent Grants, 196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학
1969-Present :
특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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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List of Top Patenting U.S. Universities During 2002년부터 미국의 다출원 대학의
the Calendar Year, Single Year Reports, 2002 to Present 특허 보고서
US Government Patents, 2008 :
2008년 미국정부 특허활동 보고서
By Patented Technology
Patent Counts by Class by Year Report
연도별 분류별 특허수
Patent Counts by Class by Year, Independent Inventors
연도별 분류별 개인발명가 특허수
Selected Technology Reports and Technology Workload 주요기술 및 기술 워크로드별 특
Reports:
허보고서
By Ownership Location and Domestic Inventor Share
Utility
Patent Counts
By
Ownership
Location
권리자 지역별 연도별 특허 수
(State/Country) and Year
DRILL-DOWN Utility Patent Report, Patenting By
권리자 지역별 조직 및 국내 발명
Ownership Location (State and Country), Breakout By
자 점유율별 특허 보고서
Organization and Domestic (U.S.) Inventor Share
Design Patent Counts By Ownership Location
권리자 지역별 연도별 특허 수
(State/Country) and Year
By Industry-Based Category or Product Field (NAICS)
U.S. Patenting Trends By NAICS Industry Category, 미국 산업분류(NAICS)별 특허 추
1963-2012
세
Patenting Trends in the U.S. By Industry Category
산업분류별 특허 출원 추세
By Inventor
DRILL-DOWN Inventor Report, U.S. Resident Inventors
2000∼2013년 미국 거주 발명가와
and Their Utility Patents, Breakout By State Regional
특허 건수
Component (e.g., County), 2000 - 2013
Independent Inventors By State By Year, Utility Patents
주별, 연도별 개인 발명가 특허 수
Report
Independent Inventors by State by Year, All Patents, All 개인발명가의 특허(디자인, 식물
Types Report
등 포함) 수
Independent Inventor Utility Patents By Country, State, 국가, 주, 연도별 개인발명가 특허
and Year
수
Prolific Inventors Receiving Utility Patents, 1988-1997
1988∼1997년까지 다출원 발명가
Buttons to Biotech, U.S. Patenting By Women, 1977 to 1977∼1996까지 여성의 생명공학
1996- includes update through 1998
특허 수
Historical and Extended-Year Statistics
U.S. Patent Activity, 1790-Present
1790∼현재까지 미국특허 활동
U.S. Patenting By State, 1883-1976 (TAF Seventh Report
1883∼1976 미국 특허활동
extract)
U.S. Patenting By Foreign Country, 1883-1976 (TAF 1883∼1976까지 외국발명가의 특
Seventh Report extract)
허수
U.S. Patent Applications Filed and Patents Issued, by
1790∼1957까지 출원인 유형별 권
Type and by Patentee, 1790-1957 (Extract from the U.S.
리자별 출원 및 등록건수 출원인
Bureau of the Census report, The Statistical History of
유형
the United States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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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특허청(JPO)의 통계서비스
일본 특허청은 일본어와 영어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의 일본어 홈페이지는 6개의 화면으로 배분되어 있다. 가장 상단
(①)에는 일본특허청에 대한 소개 및 공지사항 지식재산권 취득과 관련한 정
보, JPO 주요 활동 및 서비스, 통계 및 관련 문서들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바로 아래(②)는 최근 주요 공
지사항이 있고, 아래 두 개의 창으로 나누어서 왼편(③)에는 ‘사이트 내 검
색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오른편(④)에는 JPO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인 지식재산 검색 사이트인 ‘J-PlatPat’ 링크, ‘창업과 관련한 정보 및 지
원’에 대한 페이지 링크, 산업재산권 관련 수수료 체계 정보, 특허검색 포
털 사이트에 대한 정보 링크 가 나와 있다. 그 아래는 사이트내 검색을 위한
단축 링크들이 제공되고 있다. 아래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밑으로 지
식재산과 관련한 뉴스, 보도자료, 이슈의 정보 목록과 지식재산 관련한 소식
에 대한 링크들이 제공된다.

출처 : 일본 특허청(https://www.jpo.go.jp/)
<그림 2-27> JPO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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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통계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해 상단메뉴(①)에
서 다섯 번째 항목
자료 와

으로 접속하면 JPO에서 제공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

심의회 및 연구회

지식재산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출처 : JPO 홈페이지(https://www.jpo.go.jp/shiryou/toukei/index.html)
<그림 2-28> JPO의 자료 및 통계 정보 목록

좌측에 제공하는 자료 및 통계 항목이 있고,
허행정 연차보고서 ,

특허청 상태보고서 ,

통계자료 에 들어가면,

각종 통계 ,

특

외국통계 가 제공

된다.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는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
며, 지적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현상과 방향성, 국내·외 동향 분석에 대한
최근 특허청의 노력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편과 통계·자료 편으
로 구성, 별도의 <통계·자료편>에서는 통계 정보를 포함한 지적 재산에 관
한 각종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있다.11) 본편과 통계 자료편의 목차는 아래
와 같다.

<표 2-17> JPO 특허행정연차보고서 본편의 주요 목차
第1部 知的財産をめぐる動向
国内外の出願・登録状況と審査・審判の現状
企業等における 知的財産活動
中小企業・地域 における 知的財産活動
大学等における 知的財産活動
分野別に見た 国内外の出願動向
第2部 特許庁における取組
特許における取組

제 1 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국내외 출원·등록 상황과 심사·심판 현황
기업 등의 지식 재산 활동
중소기업 · 지역의 지적 재산 활동
대학 등의 지식 재산 활동
분야별로 본 국내외 출원 동향
제 2 부 특허청의 노력
특허에서의 대응

11) 특허행정연차보고서 목록 주소, http://www.jpo.go.jp/shiryou/toukei/gyosenenji/,
2018년 특허행정연차보고서 주소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8_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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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匠における取組
의장에서의 대응
商標における取組
상표에서의 대응
審判における取組
심판에서의 대응
情報システム における取組
정보시스템에서의 대응
中小企業・ベンチャー企業・地域・大学等へ
중소기업·벤처기업·지역·대학 등의 지원·
の支援・施策
시책
人材育成に向けた 支援・施策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新たな 産業財産権制度の 見直しについて
새로운 산업재산권 제도의 재검토
第3部 国際的な動向と特許庁の取組
제 3 부 국제 동향과 특허청의 대응
国際的な 知的財産活動の動向
국제 지적재산 활동 동향
글로벌 지적재산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グローバルな 知的財産環境の 整備に向けて
<표 2-18> JPO 특허행정연차보고서 통계 자료편의 주요 목차
第1章 総括統計
1. 特許 (出願, 審査請求, ファーストアクション,
特許査定及び登録の件数)
2. 国際調査報告及び国際予備審査報告作成件数表
3. 新実用新案(出願,登録及び技術評価書請求の件数)
4. 旧実用新案(出願,審査請求,
ファーストアクション,
登録査定及び登録の件数)
5. 意匠(出願, ファーストアクション,
登録査定及び登録の件数)
6. 商標(出願, ファーストアクション,
登録査定及び登録の件数)
7.審判及び異議申立て
(1) 拒絶査定不服審判
(2) 補正却下不服審判
(3) 無効審判
(4) 訂正審判
(5) 取消審判
(6) 判定
(7) 異議申立て
第2章 主要統計
1. 審査·審判の審査·審理期間
(1) 審査(ファーストアクション期間), (2) 審判
2. 特許出願における審査請求等の推移
(1) 審査請求の推移
(2) 一次審査着手前の出願の取下げ・放棄件数の推移
(3) 平均請求項数の推移
(4) 出願年別登録件数の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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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괄 통계
1. 특허 (출원, 심사 청구, 패스트 액션,
특허 평가 및 등록 건수)
2. 국제 조사 보고서 및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 건수 표
3. 새로운 실용 신안 (출원, 등록 및
기술 평가서 청구 건수)
4. 구 실용 신안 (출원, 심사 청구,
패스트 액션, 등록 결정 및 등록
건수)
5. 의장 (출원, 패스트 액션, 등록 결정
및 등록 건수)
6. 상표 (출원, 패스트 액션, 등록 결정
및 등록 건수)
7. 심판 및 이의 신청
(1) 거절 사정 불복 심판
(2) 보정 각하 불복 심판
(3) 무효 심판
(4) 정정 심판
(5) 취소 심판
(6) 판정
(7) 이의 신청
제 2 장 주요 통계
1. 심사 · 심판의 심사 · 심리 기간
(1) 심사 (빠른 작업 기간), (2) 심판
2. 특허 출원의 심사 청구 등의 추이
(1) 심사 청구의 추이
(2) 일차 심사 착수 이전 출원의 취하
· 포기 건수의 추이
(3) 평균 청구항 수의 추이
(4) 출원 연도별 등록 건수의 추이

3. 特許出願における一次審査未着手件数
4. 内外国人別統計表
(1) 特許, (2) 新実用新案, (3) 旧実用新案,
(4) 意匠, (5) 商標
5. 分類別統計表
(1) 特許（出願）, (2) 特許（登録）
(3) 新実用新案（出願）, (4) 新実用新案（登録）
(5) 旧実用新案（登録）, (6) 意匠（出願）
(7) 意匠（登録）, (8) 商標（出願）
(9) 商標（登録）
6.出願種別出願・登録件数表
(1) 出願, (2) 登録
7. 商標類型別出願・登録件数表
8. 出願人別（個人・法人・官庁別）出願件数表
9. 代理人有無別出願件数表
10. 特許制度利用上位企業の出願・審査関連情報
11. 意匠登録件数上位20社(2017年)の登録件数推移
12. 商標登録件数上位20社(2017年)の登録件数推移
13. 2017年国内大学・承認TLO特許登録件数
14. 都道府県別出願件数表（日本人によるもの）
(1) 特許, (2) 実用新案, (3) 意匠, (4) 商標

15.都道府県別登録件数表（日本人によるもの）
(1) 特許, (2) 実用新案, (3) 意匠, (4) 商標
16. 都道府県別発明者、考案者、創作者数表
(1) 特許（発明者数）, (2) 実用新案（考案者数）
(3) 意匠（創作者数）
17. 特許庁審決・決定の取消訴訟
(1) 出訴件数, (2) 判決結果
(3) 上告提起、上告受理申立件数
(4) 上告、上告受理の結果
18. 早期審査・早期審理
(1) 審査, (2) 審判
19. 現存権利関係統計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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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출원의 일차심사 미 착수 건수
4. 내·외국인별 통계표
(1) 특허, (2) 새로운 실용신안,
(3) 구 실용 신안, (4) 의장, (5) 상표
5. 분류별 통계표
(1) 특허 (출원), (2) 특허 (등록)
(3) 새로운 실용 신안 (출원)
(4) 새로운 실용 신안 (등록)
(5) 구 실용 신안 (등록)
(6) 의장 (출원), (7) 의장 (등록)
(8) 상표 (출원), (9) 상표 (등록)
6. 출원 종별 출원 · 등록 건수 표
(1) 출원, (2) 등록
7. 상표 유형별 출원 · 등록 건수 표
8. 출원인 별 (개인 · 법인 · 부처별로)
출원 건수 표
9. 대리인 유무 별 출원 건수 표
10. 특허 제도 이용 상위 기업의 출원
· 심사 관련 정보
11. 의장 등록 건수 상위 20 개사 (2017
년)의 등록 건수 추이
12. 상표 등록 건수 상위 20 개사 (2017
년)의 등록 건수 추이
13. 2017 년 국내 대학 · 승인 TLO
특허 등록 건수
14. 도도부 현별 출원 건수 표
(일본인에 의한 것)
(1) 특허, (2) 실용신안, (3) 의장, (4)
상표
15. 도도부 현별 등록 건수(일본인에
의한 것)
(1) 특허, (2) 실용신안, (3) 의장, (4)
상표
16. 도도부현별 발명자/고안자/창작자수
(1) 특허 (발명자 수), (2) 실용신안
(고안자 수), (3) 의장 (창조자 수)
17. 특허청 심결 · 결정의 취소 소송
(1) 제소 건수, (2) 판결 결과
(3) 상고 제기 상고 수리 신청 건수
(4) 상고 상고 접수 결과
18. 조기 심사 · 조기 심리
(1) 심사, (2) 심판
19. 현존 권리 관계 통계표

(1) 内外国人別現存権利件数表
(2) 現存率
20.登録した権利の変動に関する統計表
(1) 特許権の変動に関する統計表
(2) 実用新案権の変動に関する統計表
(3) 意匠権の変動に関する統計表
(4) 商標権の変動に関する統計表
21. 各年末における登録の最終番号表
22. 公報掲載件数
23. 日本における分野別登録数統計表
(1) 2017年公開 分野別上位出願人(特許)
(付表)分野別対応IPC表
(2) 出願人国籍別・分野別登録数(特許)(2017年)
(3) 出願人国籍別・分野別登録比率(特許)(2017年)
第3章 国際出願関係統計
1. 国際出願(PCT出願)
及び国際予備審査請求件数表 (受理官庁)
2. 出願人別及び代理人有無別国際出願 (PCT出願)
件数表 (受理官庁)
3. 都道府県別・国籍別国際出願(PCT出願)件数表
(受理官庁)
4. 日本を指定国とする国際出願(PCT出願)
に係る国内書面受理件数表 (指定官庁)
5. DO出願分類別・国内書面受付年別出願件数表
(特許)
6. DO出願分類別·国内書面受付年別審査請求件数
表
7. 国際出願(PCT出願)に係る国際公開公報掲載の
上位出願人
8. 出願人居住国別の国際出願（PCT出願）件数表
9. 国際出願（意匠）に係る件数表
10. 国際意匠登録出願に係る件数表（指定国官庁）
11. 分類別国際意匠登録出願件数表（指定国官庁）
12. 国際登録出願（商標）件数表（本国官庁）
13. 出願人別及び代理人有無別国際登録出願(商標)
件数表(本国官庁)
14. 都道府県別国際登録出願(商標)件数表(本国官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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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외국인별 현존 권리 건수
(2) 존속 비율
20. 등록된 권리의 변동에 관한 통계표
(1) 특허권의 변화에 관한 통계표
(2) 실용신안권의 변화에 관한 통계표
(3) 의장권의 변화에 관한 통계표
(4) 상표권의 변화에 관한 통계표
21. 각연말 등록의 마지막 번호 표
22. 공보 게재 건수
23. 일본의 분야별 등록수 통계표
(1) 2017 년 출판 분야별 상위 출원인
(특허), (부표) 분야별 대응 IPC 표
(2) 출원인 국적별·분야별 등록수(특허)
(2017년)
(3) 출원인 국적별·분야별
등록비율(특허), (2017년)
제 3 장 국제 출원 관계 통계
1. 국제 출원 (PCT 출원) 및 국제 예비
심사 청구 건수 표 (수리 관청)
2. 출원인별 및 대리인유무별 국제
출원 (PCT 출원) 건수(수리 관청)
3. 도도부 현별·국적별 국제 출원(PCT
출원) 건수(수리 관청)
4. 일본이 지정국인 국제출원(PCT출원)
국내 서면 접수 건수(지정관청)
5. DO출원분류별 국내 서면접수
연도별 출원 건수(특허)
6. DO출원분류별 국내서면접수 연도별
심사청구 건수(특허)
7. 국제출원(PCT 출원)에 따른 국제
공개 공보 게재의 상위 출원인
8. 출원인 거주국별 국제출원(PCT
출원) 건수
9. 국제 출원(의장)에 관한 건수
10. 국제의장등록 출원 건수(지정국
관청)
11. 분류별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지정국 관청)
12. 국제등록 출원(상표) 건수(본국
관청)
13. 출원인 별 및 대리인 유무 별 국제
등록 출원(상표) 건수 표 (본국 관청)
14. 도도부 현별 국제 등록 출원 (상표)

15. 指定国別国際登録出願(商標)件数表(本国官庁)
16. 類別国際登録出願区分(商標)件数表(本国官庁)
17. 国際商標登録出願に係る件数表(指定国官庁)
18. 日本を指定国とする本国官庁別国際商標登録
出願件数表 (指定国官庁：指定通報件数)
19. 類別国際商標登録出願区分件数表
(指定国官庁）
20. 日本を指定国とした国際商標登録出願に係る
本国官庁別登録件数表(指定国官庁)
21. 日本を指定国とした国際商標登録出願に係る
出願種別登録件数表(指定国官庁)
22. 分類別国際商標登録区分件数表(指定国官庁)
第4章 主要国・地域・機関に関する統計
1. 主要国・地域における産業財産権に関する
統計表
(1) 特許（出願）, (2) 特許（登録）
(3) 実用新案（出願）, (4) 実用新案（登録）
(5) 意匠（出願）, (6) 意匠（登録）
(7) 商標（出願）, (8) 商標（登録）
2. 主要国・地域の外国人出願の内訳表
(1) 日本における2017年の国籍・地域別出願件数表
(2) 主要国・地域における2016年の居住国・
地域別出願件数表(特許)
3. 主要国・地域の外国人登録の内訳表
(1) 日本における国籍・地域別登録件数表
(2) 主要国・地域における2016年の居住国·地域別
登録件数表 (特許)
4. 書面による優先権証明書発行件数表
(1) 特許・実用新案, (2) 意匠, (3) 商標
5. 海外特許庁／機関への優先権書類の電子的
送付件数(特許・実用新案)
(1) 二庁間での優先権書類の電子的交換を通じた
優先権書類の送付件数
- 52 -

건수 (본국 관청)
15. 지정 국가별 국제 등록 출원 (상표)
건수 (본국 관청)
16. 분류별 국제 등록 출원 구분 (상표)
건수 (본국 관청)
17. 국제 상표 등록 출원 건수(지정국
관청)
18. 일본을 지정국으로하는 관청별
국제상표 등록 출원건수(지정
관청:지정 통보건수)
19. 분류별 국제 상표 등록 출원 구분
건수 (지정국 관청)
20. 일본을 지정국으로하는 국제
상표등록 출원의 관청별 등록 건수
표 (지정국 관청)
21. 일본을 지정국으로하는 국제
상표등록 출원의 출원 종별 등록
건수(지정국 관청)
22. 분류별 국제 상표 등록 구분
건수(지정국 관청)
제 4 장 주요국 · 기관에 대한 통계
1. 주요국의 산업 재산권에 관한
통계표
(1) 특허 (출원), (2) 특허 (등록)
(3) 실용신안 (출원), (4) 실용신안(등록)
(5) 의장 (출원), (6) 의장 (등록)
(7) 상표 (출원), (8) 상표 (등록)
2. 주요국의 외국인 출원의 내역 표
(1) 일본에서 2017년 국적·지역별 출원
건수
(2) 주요국의 2016 년의 거주
국가·지역별 출원 건수
3. 주요국의 외국인 등록 내역 표
(1) 일본의 국적 · 지역별 등록 건수
(2) 주요국의 2016년 거주국가·지역별
등록 건수(특허)
4. 서면 우선권 증명 발급 건수 표
(1) 특허·실용신안, (2) 의장, (3) 상표
5. 해외 특허청/기관에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제출 건수 (특허 · 실용
신안)
(1) 두 기관간에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통한 우선권 서류의

(2) デジタルアクセスサービスを通じた優先
権書類の送付件数
第5章 予算・機構・定員関係資料
1. 歳入歳出累年表
2. 歳入予算に関する統計表
3. 歳出予算事項に関する統計表
(1) 事項別歳出予算
(2) 平成30年度特許特別会計 歳出予算の概要
4. 特許庁定員推移表
5. 特許庁組織図
第6章 その他統計・資料
1. 特許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 (J-PlatPat)
における提供サービス
2. 特許庁の提供する主なデータ一覧表
3. 弁理士登録状況
(1) 弁理士登録及び登録抹消人数累計表
(2) 都道府県別弁理士登録人数表
(3) 弁理士試験実施概況
4. 2017年度各種セミナー・説明会開催実績
(1) 2017年度知的財産権制度説明会(初心者向け)
開催実績
(2) 2017年度知的財産権制度説明会(実務者向け)
開催実績
5. 承認TLO、認定TLO一覧表
6. 各経済産業局及び沖縄総合事務局知的
財産室一覧表
7. 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INPIT)
一覧表
8. INPIT知財総合支援窓口一覧表
9. 特許庁関係団体一覧表
10. 各国・地域産業財産権法概要一覧表
(1) 特許制度
(2) 実用新案制度
(3) 意匠制度
(4) 商→制度
11. 日本国特許庁における産業財産権関係料金一覧
(参考)特許料等の減免措置一覧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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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건수
(2)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를 통한
우선권 서류의 제출 건수
제 5 장 예산 ·기구 · 정원 관련 자료
1. 세입 세출표
2. 세입 예산에 관한 통계표
3. 세출 예산 사항에 관한 통계표
(1) 사항 별 세출 예산
(2) 헤세이30 년도 특허 특별회계
세출예산 개요
4. 특허청 정원 추이
5. 특허청 조직도
제 6 장 기타 통계 · 자료
1.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에서
제공 서비스
2. 특허청이 제공하는 주요 데이터
일람표
3. 변리사 등록 현황
(1) 변리사 등록 및 등록 말소 인원
누계 표
(2) 도도부 현별 변리사 등록 인원 표
(3) 변리사 시험 실시 개황
4. 2017년도 각종 세미나·설명회 개최
실적
(1) 2017 년도 지적 재산권 제도
설명회 (초보자) 개최 실적
(2) 2017 년도 지적 재산권 제도
설명회 (실무자를위한) 개최 실적
5. 승인 TLO 인증 TLO 일람표
6. 각 경제 산업국 및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지적 재산권 실 일람표
7. 독립 행정법 인 공업 소유권 정보 ·
연수 관 (INPIT) 일람표
8. INPIT 지재 종합 지원 창구 일람표
9. 특허청 가입 일람표
10. 각국 · 지역 산업 재산권 법 개요
일람표
(1) 특허 제도
(2) 실용 신안 제도
(3) 디자인 제도
(4) 상표 제도
11. 일본 특허청 산업재산권 요금일람
(참고)특허료 등의 감면 조치 일람표

12. 主要国·地域·機関における特許出願政府費用
等一覧表
13. 審査・審判、事務系統一覧表
(1) 特許出願に関する事務系統（PDF：686KB）
(2) 平成16年法適用の実用新案登録出願に関する
事務系統
(3) 意匠登録出願に関する事務系統
(4) 商標登録出願に関する事務系統
(5) 国際出願（PCT出願）に関する事務系統

12. 주요국·기관의 특허 출원 비용 등
일람표
13. 심사 · 심판 사무 계통 일람표
(1) 특허 출원에 관한 사무 계통
(2) 2004년 법 적용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관한 사무 계통
(3) 의장 등록 출원에 관한 사무 계통
(4)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사무 계통
(5) 국제 출원 (PCT 출원)에 관한
사무 계통
14. お問合せ先一覧
14. 연락처 목록
출처 : JPO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8_index.htm)

두 번째로 특허청상태보고서(特許庁ステータスレポート)는 최근 특허청의
통계 및 정책의 성과를 담고 있다. 2015년부터 발간되었으며 1년 단위이다.
2018년 특허청 상태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숫자로 보는
지식재산 동향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지표를 제공하며, 2장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성과에 대해 보고하
고 있다. 부록에는 관련하여 조직도 및 시간 흐름별 정책 추진 실적 등이 제
공되고 있다.

<표 2-19> JPO의 특허청 상태보고서 목차
第1部 数字で見る知財動向
第1章 我が国の知財動向
第1節 特許
第2節 実用新案
第3節 意匠
第4節 商標
第5節 審判
第2章 世界の知財動向
第1節 特許
第2節 意匠
第3節 商標
第2部 2017年の施策成果
第1章
第1節
第2節
第3節

제 1 부 숫자로 보는 지재 동향
제1장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 동향
제1절 특허
제2절 실용 신안
제3절 의장
제4절 상표
제5절 심판
제2장 세계 지식 재산 동향
제1절 특허
제2절 의장
제3절 상표
제 2 부 2017 년 시책 성과

審査・審判
特許
意匠
商標

제1장 심사 · 심판
제1절 특허
제2절 의장
제3절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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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第2章
第1節
第2節

審判
国際的取組
知的財産制度・運用の調和
新興国·途上国における知的財産制
度整備の 支援
第3節 海外特許庁・関係機関との連携·協力

제4절 심판
제2장 국제 활동
제1절 지적재산권 제도·운용의 조화
제2절 신흥국·개도국의 지적재산제도
정비 지원
제3절 해외 특허청·관계 기관과의
제휴·협력
第3章 支援施策、法改正等
제3장 지원 시책 법 개정 등
第1節 支援施策
제1절 지원 시책
第2節 法改正
제2절 법 개정
第3節 標準必須特許に関する取組
제3절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대응
付録
부록
출처 : JPO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8_index.htm)

각종 통계(各種統計)에는 특허 출원 등 통계 속보와 모방피해실태조사, 지
적재산 활동조사, 특허행정연차보고서<통계·자료편>, 녹색 혁신 분야, 라이
프 이노베이션 분야의 특허 출원 현황, 과학 기술혁신 정책 관련 기술 분야
별 특허출원현황, 중점 8분야의 특허출원 현황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
허청 통계속보는 PDF 문서로 자료를 제공하며, 월별로 권리별 출원, 국제출
원, 심사 등 주요 통계자료와 관련한 설명 및 도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통
계 속보는 다음의 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20> JPO 홈페이지 통계속보 내용
1) 통계속보
① 出願件数 출원 건수
② 国際出願件数 국제 출원 건수
③ 特許出願審査請求及び実用新案技術評価書請求件数
특허 출원 심사 청구 및 실용신안 기술 평가서 청구 건수
④ 審判請求件数(特許·実用新案·意匠) 심판 청구 건수(특허·실용신안·의장)
⑤ 審判請求件数(商標·合計) 심판 청구 건수(상표·합계)
⑥ 設定登録件数 설정 등록 건수
2) 개요
統計報告(概要版) 통계보고(개요판)
1. 出願件数 출원 건수
2. 国際出願件数 국제 출원 건수
3. 特許出願審査請求及び実用新案技術評価書請求件数
특허 출원 심사 청구 및 실용신안 기술 평가서 청구 건수
4. 審判請求件数 심판 청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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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프
特許出願件数 특허 출원 건수
実用新案出願件数 실용신안 출원 건수
意匠出願件数 디자인 출원 건수
商標出願件数 상표 출원 건수
国際出願件数(受理官庁) 국제 출원 건수(수리 관청)
国際出願件数(指定官庁) 국제 출원 건수(지정 관청)
意匠国際出願件数(本国官庁) 디자인 국제 출원 건수(본국 관청)
意匠国際出願件数(指定国官庁) 디자인 국제 출원 건수(지정국 관청)
商標国際出願件数(本国官庁) 상표 국제 출원 건수 (본국 관청)
商標国際出願件数(指定国官庁) 상표 국제 출원 건수 (지정국 관청)
審査請求件数 심사 청구 건수

JPO에서는 모방피해 실태조사와 지적재산 활동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조사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재산 활동 조사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
으며, 개인, 법인,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조사한다. JPO 지적재산 활
동 실태 조사의 결과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엑셀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보
고서는 PDF로 제공된다. 2018년 조사대상은 2015년에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출원 중에 5개 이상인 개인, 법인,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
며, 2017년 조사에서는 약 6,262명(개)의 조사대상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JPO 지적재산 활동 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조사결과 통계표의 목록이다.

<표 2-21> 지식재산 활동조사 결과 통계표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集計表
업종별 출원 건수 수준별 일람표
第1-1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売上高, 営業利益高, 経常利益高, 従業者数, 研究関係
従業者数及び研究費
업종별 출원건수, 수준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종업원 수, 연구관계 종업원 수
및 연구비
第1-2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知的財産部門の活動状況について－知的財産担当者数－
업종별 출원건수 수준별의 지적재산 부문의 활동 상황에 대해-지적재산권 담당자 수第1-3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知的財産部門の活動状況について－知的財産活動費－
업종별 출원건수 수준별의 지적재산 부문의 활동 상황에 대해-지적재산권 활동비 第1-4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発明・考案及び
創作の届出数－
업종별 출원건수, 수준별 산업재산권 제도 이용 현황 - 발명·고안 및 창작 신고 수 第1-5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特許出願又は審
査請求－
업종별 출원건수 수준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상황에 대해-특허출원 또는 심사청구 - 56 -

第1-6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実用新案登録出
願－
업종별 출원건수 수준별 산업 재산권 제도의 이용 상황에 대해-실용신안 등록 출원 第1-7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意匠登録出願－
업종별 출원 건수 수준별 산업 재산권 제도의 이용 현황 - 의장 등록 출원 第1-8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商標登録出願又
は更新申請－
업종별 출원건수, 수준별 산업재산권 제도 이용현황 -상표등록 출원 또는 갱신 신청
第1-9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の実施状況について－利用件数と実施件数－
업종별 출원 건수 수준 별 산업 재산권의 실시 현황 - 이용 건수와 실시 건수 第1-10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の実施状況について－国内有償実施許諾
契約－
업종별 출원 건수 수준 별 산업 재산권의 실시 현황 - 국내 유상 실시 허락 계약 第1-11表 業種別出願件数階級別の産業財産権の実施状況について－外国有償実施許諾
契約－
업종별 출원 건수 수준 별 산업 재산권의 실시 현황 - 외국 유상 실시 허락 계약 業種別資本金階級別集計表
업종별 자본금 규모 별 일람표
第2-1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売上高、営業利益高、経常利益高、従業者数、研究関係
従業者数及び研究費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종업원 수, 연구관계 종업원 수 및
연구비
第2-2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知的財産部門の活動状況について－知的財産担当者数－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의 지적 재산 부문의 활동 현황 - 지적 재산권 담당자 수 第2-3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知的財産部門の活動状況について－知的財産活動費－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의 지적 재산 부문의 활동 현황 - 지적 재산권 활동비 第2-4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発明・考案及び創
作の届出数－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 현황 - 발명·고안 및 창작 신고 수 第2-5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特許出願又は審査
請求－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 현황 - 특허 출원 또는 심사 청구 第2-6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実用新案登録出願－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 현황 - 실용 신안 등록 출원 第2-7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意匠登録出願－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 현황 - 의장 등록 출원 第2-8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制度の利用状況について－商標登録出願又は
更新申請－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용 현황-상표등록 출원 또는 갱신 신청 第2-9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の実施状況について－利用件数と実施件数－
업종별 자본금 수준 별 산업 재산권의 실시 현황 - 이용 건수와 실시 건수 第2-10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の実施状況について－国内有償実施許諾契約－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 재산권의 실시 현황 - 국내 유상 실시 허락 계약 第2-11表 業種別資本金階級別の産業財産権の実施状況について－外国有償実施許諾契約－
업종별 자본금 규모별 산업 재산권의 실시 현황 - 외국 유상 실시 허락 계약 출처 : JPO홈페이지(https://www.jpo.go.jp/shiryou/toukei/h29_tizai_katsudoutouke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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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에서 제공하는 모방피해 실태조사(模倣被害実態調査)는 일본 기업이 직
면하는 모방 피해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모방 피해의 동향을 검토하고 피
해 해소 및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매년 9월에 조
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대상년도 기준 2016년 조사보고서(2017년
조사)가 제출되어 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2-22> 모방피해 실태조사의 목차
1. 模倣被害実態調査の概要
· 調査の目的
· 調査の沿革
· 調査の根拠法令
· 調査の対象
· 抽出方法
· 調査事項
· 調査票(参考: 調査票)
· 調査の時期
· 調査方法
· 民間委託の状況
· 統計利活用の状況
2. 調査の結果
結果の概要
用語の解説
集計·推計方法
3. 利用上の注意
· 調査の概要(参考: 業種の定義)
· その他注意事項
4. 集計·推計結果
(1) 積み上げ集計表
Ⅰ. 回答企業の概要
Ⅱ. 模倣被害の状況
Ⅲ. 模倣被害への対策状況
(2) 拡大推計表
Ⅰ. 回答企業の概要
Ⅱ. 模倣被害の状況
Ⅲ. 模倣被害への対策状況

1. 모방피해실태조사의 개요
· 조사의 목적
· 조사의 연혁
· 조사의 근거 법령
· 조사 대상
· 추출 방법
· 조사 사항
· 조사표(참고: 조사표)
· 조사 시기
· 조사 방법
· 민간위탁의 상황
· 통계활용 상황
2. 조사 결과
· 결과의 개요
· 용어해설
· 집계·추계 방법
3. 이용 시 주의사항
· 조사 개요(참고: 업종의 정의)
· 기타 주의사항
4. 집계·추계 결과
(1) 누적 일람표
Ⅰ. 응답기업 개요
Ⅱ. 모방피해상황
Ⅲ. 모방피해 대책상황
(2) 확대 추계표
Ⅰ. 응답기업 개요
Ⅱ. 모방피해상황
Ⅲ. 모방피해 대책상황

출처 : JPO 홈페이지(https://www.jpo.go.jp/shiryou/toukei/mohou_higa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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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피해실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정보는 PDF 문서와 CSV형식의
데이터 파일로 제공된다. PDF 문서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2-23> 모방피해실태조사 통계정보 목록
業種別・登録件数別 (업종별 등록 건수별)
(1) 概要 (개요)
1. 業種別·登録件数別 資本金階級別企業数 (업종별 등록건수별 자본금 수준별 기업 수)
2. 業種別·登録件数別 従業者数規模別企業数 (업종별 등록건수별 종사자 규모별 기업수)
3. 業種別·登録件数別 商品特性別企業数 (업종별 등록 건수별 상품 특성별 기업 수)
4. 業種別·登録件数別 売上高規模別企業数 (업종별 등록 건수별 매출액 규모별 기업 수)
5. 業種別·登録件数別 海外事業拠点別企業数 (업종별 등록건수별 해외사업 거점별 기업 수)
6. 業種別·登録件数別 商品分野別企業数 (업종별 등록 건수별 상품 분야별 기업 수)
(2) 模倣被害の状況
7.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여부별 기업 수
8. 業種別·登録件数別 権利取得種類別企業数
- 업종별 등록 건수별 권리 취득 종류별 기업 수
9.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品・模倣行為の質別企業数
- 업종별 등록 건수별 모방품·모방 행위의 질별 기업 수
10.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品・模倣行為の価格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품·모방 행위의 가격별 기업 수
11.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発見契機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발견 계기 유무별 기업 수
12.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発見契機の種類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발견 계기 종류별 기업 수
13.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模倣手口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모방 수법 유무별 기업 수
14. 業種別·模倣被害の模倣手口の種類別企業数
- 업종별·모방 피해의 모방 수법의 종류별 기업 수
15. 業種別·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製造地域・国別にかかる把握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공업 지역, 국가별에 걸린 파악의 유무별 기업 수
16.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製造地域別・権利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제조 지역별·권리별 기업 수
17.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特定地域における製造国・地域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특정 지역내의 제조국·지역별 기업 수
18.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経由地域・国にかかる把握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경유 지역·국가에 걸린 파악의 유무별
기업 수
19.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経由地域別・権利別企業数
- 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경유 지역별·권리별 기업 수
20.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特定地域における経由国・地域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피해의 피해 사례의 특정지역에서의 경유 국가·지역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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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販売地域・国別にかかる把握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판매 지역, 국가별에 걸린 파악의 유
무별 기업 수
22. 業種別·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販売地域別・権利別企業数
- 업종별·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판매 지역별·권리별 기업 수
23.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特定地域における販売国・地域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국·지역별 기업 수
24. 業種別·登録件数別 アジアにおいて製造された模倣品又はサービスの模倣行為の販売・
提供先の把握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아시아에서 제조된 모방품 또는 서비스의 모방 행위의 판매·제
공처 파악의 유무별 기업 수
25. 業種別·登録件数別 アジアにおいて製造された模倣品又はサービスの模倣行為の販売·提
供先の地域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아시아에서 제조된 모방품 또는 서비스의 모방 행위의 판매·제
공처의 지역별 기업 수
26. 業種別·登録件数別 アジアにおいて製造された模倣品又はサービスの模倣行為の販売·提
供先の国・地域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아시아에서 제조된 모방품 또는 서비스의 모방 행위의 판매·제
공 대상 국가·지역별 기업 수
27. 業種別·登録件数別 冒認出願がされた地域の把握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인 출원된 지역의 파악의 유무별 기업 수
28. 業種別·登録件数別 冒認出願がされた権利別地域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인 출원된 권리별 지역별 기업 수
29. 業種別·特定地域における冒認出願された国・地域別企業数
- 업종별·특정 지역에서의 모인 출원된 국가·지역별 기업 수
30. 業種別·模倣被害の総額
- 업종별·모방 피해의 총액
31.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額以外の影響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액 외의 영향별 기업 수
(3) 模倣被害への対策状況について
32.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の実施状況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 실시 상황 별 기업 수
33.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を実施していない場合の理由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별 기업 수
34.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の実施内容別効果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의 실시 내용별로 효과의 유무별 기업 수
35. 業種別·インターネット上の模倣被害対策の実施内容別効果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 대책의 실시 내용별로 효과의 유무별 기업 수
36. 業種別·模倣被害対策における企業間連携実施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모방 피해 대책에 있어서 기업 간 연계 실시 유무 별 기업 수
37.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における企業間連携対策内容別の効果の有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별 다른 모방 피해 대책에 있어서 기업 간 연계 대책 내용별로 효과의
유무 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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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業種別·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費の規模別企業数
- 업종별·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 비용의 규모 별 기업 수
登録件数別
(1) 概要
1. 登録件数別 資本金階級別企業数
- 등록 건수 별 자본 규모별 기업 수
2. 登録件数別 従業者数規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종업원 수 규모별 기업 수
3. 登録件数別 商品特性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상품 특성 별 기업 수
4. 登録件数別 売上高規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매출 규모 별 기업 수
5. 登録件数別 海外事業拠点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해외 사업 거점 별 기업 수
6. 登録件数別 商品分野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상품 분야별 기업 수
(2) 模倣被害の状況
(모방피해 현황)
7.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유무 별 기업 수
8. 登録件数別 権利取得種類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권리 취득 유형별 기업 수
9. 登録件数別 模倣品・模倣行為の質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품 · 모방 행위의 질 별 기업 수
10. 登録件数別 模倣品・模倣行為の価格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품 · 모방 행위의 가격으로 기업 수
11.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発見契機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발견 계기 유무 별 기업 수
12.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発見契機の種類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발견 계기 유형별 기업 수
13.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模倣手口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모방 수법의 유무 별 기업 수
14.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模倣手口の種類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모방 수법의 종류별 기업 수
15.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製造地域・国別にかかる把握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 제조 지역·국가별로 소요 파악 유무별 기업 수
16.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製造地域別・権利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생산 지역별 권리 별 기업 수
17.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特定地域における製造国・地域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특정 지역에서 제조 국가 · 지역별 기업 수
18.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経由地域・国にかかる把握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를 통해 지역·국가에 걸릴 파악 유무별 기업 수
19.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経由地域別・権利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를 통해 지역별·권리 별 기업 수
20.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特定地域における経由国・地域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특정 지역을 통해 국가 · 지역별 기업 수
21.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販売地域・国別にかかる把握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판매 지역·국가별로 소요 파악 유무별 기업 수
22.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販売地域別・権利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판매 지역별 권리 별 기업 수
23.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被害事例の特定地域における販売国・地域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의 피해 사례의 특정 지역에서 판매 국가 · 지역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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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登録件数別 アジアにおいて製造された模倣品又はサービスの模倣行為の販売·提供先の
把握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아시아에서 생산 된 모조품 또는 서비스의 모방 행위의 판매·제공 대상
파악의 유무 별 기업 수
25. 登録件数別 アジアにおいて製造された模倣品又はサービスの模倣行為の販売·提供先の
地域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아시아에서 생산 된 모조품 또는 서비스의 모방 행위의 판매·제공 대상
지역별 기업 수
26. 登録件数別 アジアにおいて製造された模倣品又はサービスの模倣行為の販売·提供先の
国・地域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아시아에서 생산 된 모조품 또는 서비스의 모방 행위의 판매·제공 대상
국가 · 지역별 기업 수
27. 登録件数別 冒認出願がされた地域の把握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 별 모인 출원이 된 지역의 파악 유무 별 기업 수
28. 登録件数別 冒認出願がされた権利別地域別企業数
- 등록 건수 별 모인 출원이 된 권리 지역별 기업 수
29. 登録件数別 特定地域における冒認出願された国・地域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로 특정 지역에서 모인 출원 된 국가 · 지역별 기업 수
30. 登録件数別 模倣被害の総額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총액
31. 登録件数別 模倣被害額以外の影響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액 이외의 영향 받은 기업 수
(3) 模倣被害への対策状況について
32. 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の実施状況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 실시 상황 별 기업 수
33. 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を実施していない場合の理由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 별 기업 수
34. 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の実施内容別効果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의 실시 내용별로 효과의 유무 별 기업 수
35. 登録件数別 インターネット上の模倣被害対策の実施内容別効果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 대책의 실시 내용별로 효과의 유무 별 기업 수
36. 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における企業間連携実施の有無別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에있어서 기업 간 연계 실시 유무 별 기업 수
37. 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における企業間連携対策内容別の効果の有無企業数
-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대책에서 기업간 연계대책 내용별로 효과의 유무 기업 수
38. 登録件数別 模倣被害対策費の規模別企業数
- 등록 건수 다른 모방 피해 대책 비용의 규모 별 기업 수

녹색 혁신분야, 라이프 이노베이션 분야의 특허 출원 상황 과
혁신 정책 관련 기술분야의 특허출원현황 ,

과학 기술

중점 8분야의 특허출원 현황 은

일본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선정한 주요 기술의 특허에 대한 동향분석
을 주요국(미국, 유럽, 한국, 중국)과 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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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JPO 통계보고서의 제공 내용

(a) 녹색혁신 및 라이프이노베이션분야의 (b) 과학기술혁신 정책관련 기술분야 특허
특허출원현황
출원현황

(c)중점 8분야의 특허출원 현황
출처 : JPO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kei/kakushutouke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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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목록은 아래 그림과 같다.
‘통계’(Statistics)에서는

출원,

신청,

등록에

대한

사전통계데이터

(Preliminary Statistical Data on Applications, Requests and Registrations)와
일본특허청 통계데이터(Japan Patent Office Statistics Data)를 제공한다. ‘참
고’(References)에는 JPO 상태보고서(JPO Status report), 위원회 문서
(Committee Doucuments),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 보고서(Reports), 기타
참고정보(Other Reference Information)으로 구성된다.

출처 : JPO 영문 홈페이지(http://www.jpo.go.jp/index.htm)
<그림 2-30> JPO 영문 홈페이지 제공 통계정보

통계자료에서 사전통계데이터는 JPO Statistical Database에 기초하여 엑셀
및 PDF 문서로 제공되며, 사전자료로 월별로 작성되며, 지속적인 데이터 수
집 및 처리를 통해 데이터가 변경 될 수 있다.12) 일본특허청 데이터는 매년
도 발간되는 일본 특허청의 지식재산권리별 접수, 출원, 심사, 등록, 갱신, 심
판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통계연보’와 유
사한 구성으로 제공된다.13) 옆의 참고자료에는 JPO 현황보고서, 위원회 보고
서, 연례보고서, 및 관련 보고서, 기타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참고정보를
제공한다.
통계 문서에서 ‘JPO Status Reports’는 일본어본의 JPO상태보고서를 영

12)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과정에서 접수,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에 의한 취소 및 심사과정에서 수리되
거나, 등록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해 출원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등 변동사항이 존재함.
13)

JPO 통계데이터는 과거 연차보고서(Annual
‘References’의 연차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Repor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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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었으며,

2014년가지

정보는

문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Committee Documents’는 일본의 산업구조위원
회의 지식재산권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다양한 문서정보와 일본 지식재산 위
원회의 연차보고서를 제공한다. ‘Annual Reports’에는 2014년까지 일본특
허청의 통계연보를 제공하며, ‘Reports’는 일본 특허청의 연구회 및 스터
디

그룹

등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이

제공된다.

‘Other

Reference

Information’에서는 외국 지재권 시스템에 대한 정보, 디자인 분류 및 관련
조사자료, 사례연구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와 관련한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접속은 영문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에서

를 누르면 다음그림과 같이 PPH 정보를 받을 수 있다. PPH 프

로그램에 대한 개요, 최근 이슈, 참가국, 요청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JPO 홈페이지(https://www.jpo.go.jp/index.htm)
<그림 2-31> JPO의 PPH 정보 접속 경로

PPH Portal Index에서는 PPH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목록, 뉴스를 내려가
면, 통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공하는 통계는 국가간 PPH 요
청 건수 정보와 국가별 접수 건수, PCT-PPH 접수 건수에 대한 통계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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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국가간 PPH 요청 추적 건수

출처 : JPO PPPH portal (https://www.jpo.go.jp/ppph-portal/statistics.htm)

PPH 와 PCT-PPH 통계데이터는 등록률, 1차 심사 통과율, 심사기간, 평균
처리건수의 통계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a) PPH 통계

(b) PCT-PPH 통계
<그림 2-32> PPH 통계 제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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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O(유럽특허청)의 통계서비스
유럽 특허청14)(EPO)은 유럽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되는 특허에 대한 통계
와 비즈니스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의 두 가지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가지는 국가별 연간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About us 에서

Annual reports and Statistics 에서 제공하고 있고, 특허검색을 통한 통계지표
산출 서비스는 Searching for patents 의 Business 에서 PATSTAT 서비스에
서 제공하고 있다. EP의 각 국가 특허청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기 때문
에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제공되는 통계의 수는 적으나 국가별
통계는 WIPO IP 통계센터로 링크가 되어 있고, 이와 함께 연차별 통계보고
서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EPO 홈페이지(https://data.epo.org/)
<그림 2-33> 유럽특허청 통계제공 화면

EPO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출원 접수, 출원 건수, 등록건수, 상
위 출원인, 상위 보유자, 주요국의 데이터에 대해 제공한다. 우리나라 특허청
에서 제공하는 심사, 심판, 존속 등 다양한 시각의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
으며, 국내 다른 통계서비스와 같은 통계 검색기능은 없고, 엑셀 파일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공하는 통계목록은 다음과 같다.
14) https://www.epo.or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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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간 통계지표 목록
구분
지표명
European Patent Filings 2008-2017 per country of residence of the
Filiings
applican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2008-2017 per country
of residence of the applicant
European patent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2008-2017 per field of
applications filed technology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per field of technology
with the EPO
and per country of residence of the applicant for
each individual year from 2008 until 2017
Granted patents 2008-2017 per country of residence
of the applicant
Granted patents

Granted patents 2008-2017 per field of technology
Granted patents per field of technology and per
country of residence for each individual year from
2008 until 2017
Top 100 applicants 2017

Top applicants

Top patentees

Top 25 applicants per leading field of technology in
2017
Top 50 patentees 2017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National data for Germany, Italy, Japan, Netherlands, People's
selected
Republic of China, Poland, Portugal, Republic of
countries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출처 : EPO 홈페이지(https://data.epo.org/)

한편, EPO는 누리집의

비고
출원 접수건수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기술분야별
출원건수
기술분야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별
등록건수
기술분야별
등록건수
기술분야별,
출원인 국적별
등록건수
상위 100위의
출원인
기술 분야별
상위 50위의
출원인
상위 50위의
권리자

국가별 자료

Searching for patents 에서 유럽 특허청과 해외

특허청에서 수집된 특허 정보와 통계 Data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특허검색서
비스 및 글로벌 특허지수 등을 서비스하는

Technical information , 특허공

보, 문헌검색, 유럽항소위원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Legal information ,

특허 통계분석 및 포트폴리오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business information 를
서비스한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정보의 PATSTAT는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
한

통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EPO만의

PATSTA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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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계서비스이다.

PATSTAT는 서지 및 법적 현황에 대한 특허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분석 정
보를 제공하며, 1980년 이후 90개 관청의 1억개 이상의 특허문서 관련 서지
정보를 포함하며 EPO의 INPADOC에 포함된 45개 관청의 2억 건 이상의 법
적 상태 데이터도 포함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서 활용되는 43개 제조업 부문의 특허 활동을 포함한다.15)
PATSTAT가 글로벌 특허정보를 포함하게 된 것은 OECD의 요청에 따라 EPO
에서 구축한 특허통계 분석을 위한 백본데이터 셋이기 때문이다. PATSTAT
의 대부분 정보는 DOCDB EPO와 전세계 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되며,
법적 정보는 INPADOC에서 추출된다. 출원인 정보는 EPO, USPTO 등 각국의
특허 명세서 정보에서 추출한다. EPO와 USPTO의 정보는 각 국가의 DB에서
추출하며, EP와 미국 이외의 국가는 DOCDB에서 추출한다.

출처 : EPO 홈페이지(https://data.epo.org/)
<그림 2-34> EPO PATSTAT

PATSTAT는 접속은 EPO 홈페이지의 Searching for patents → Business
information 으로 접속하며, PATSTAT에 대한 이용 정보 및 Onlin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본 정보 및 관련 카탈로그, 문서, 이
용금액, 이용관련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15)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분류는 유럽경제활동분류(NACE)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 69 -

출처 : EPO 홈페이지(https://data.epo.org/)
<그림 2-35> PATSTAT Online 접속 화면

PATSTAT 온라인 서비스는 SQ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의, 표시, 시각화 및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공하는 서비
스는 전체 5개이며,

EP의 전체 텍스트 검색 ,

EP 공보 검색 ,

글로벌 특

허 지수 , PATSTAT 온라인(봄) , PATSTAT 온라인(가을) 을 제공하고 있
다. 앞의 두 가지 서비스는 지식재산 DB에 대한 구조와 키워드별 검색 식을
이용하여 통계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제공한다. Bulk DB를 유료로 제
공하는 PATSTAT EP와 Global은 이후 다른

장에서 검토한다.

EP full text search를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검색 프로그램이 나타난다.
화면의 좌측 상단은 검색 기준(Criteria) 테이블이며, ‘출원/공개’, ‘우선권, 분
할 특허 출원’, ‘출원인 특성/유형’, ‘분류별‘, ’검색어‘, ’인용, 조사보고서‘, ’기
타‘로 구분된다. 좌측 하단은 검색 기준에 대한 색인이 나타난다. 우측 상단
은 검색기준과 색인에 대한 검색 조건이 나타나며, 우측 하단은 과거 검색한
내역이 보고된다. 간단한 예로 Criteria에서 ’application, publication’을 선택
하면 아래에 검색 기준이 제시된다. 출원번호, 출원일자, 최초 접수일자,(이하
생략)의 순서이다. 출원일(Application date)을 선택하면, 좌측 하단에 ‘index’
가 ‘index APD’로 바뀌고, 아래 ‘term’에 연도와 월, 일의 옵션이 순서대로
나열된다. 여기서 ‘201806’을 찾아서 선택해 보자. 우측 상단 ‘Query’ 창에
“APD=201806”이 나타나고 그 옆의 검색 아이콘(

)을 누르면, 아래 History

에 검색에 대한 ID, Database, Result, Query, parsed query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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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그림 2-36> PATSTAT 검책창

Result를 누르면 ‘index’창이 ‘Result list’로 창이 변경되고 EP에 출원된 특
허 7개가 나타난다. 즉, 2018년 6월에 EP에 출원된 특허 7건이 나타나고
Query 와 History창이 있던 자리에 Document가 나타난다. 특허 출원서에
대한 요약 및 상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 검색기능은
현재 우리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 검색서비스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그림 2-37> PASTAT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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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단의 Result 옆에 있는 Statistics를 눌러보자. 통계를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Parameters 창이 나타난다. 첫 번째 분류는 IPC 분류
(섹션-서브그룹)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출원인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용정보로 정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발명자로 검색하
는 것이다. 우선, IPC 분류별로 통계를 검색해 보자. IPC subclass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해 보았다. 2018년 6월에 출원된 특허는 A24F(4건), G06N(1건),
E04H(1건), E04B(1건), B65G(1건), A47G(1건), A47F(1건)의 분류로 지정이 되
었다. 앞서 도출된 7건 가운데, EP 3369349가 4개의 IPC 분류를 부여 받았
다. 통계적으로 IPC 분류에서 2018년 6월 출원된 특허는 7건이며, 지정된
IPC는 7건이지만, 특허 하나당 하나의 IPC만을 부여한다면, IPC는 4개가 된
다. 통계출력 화면에서 상단의 parameters를 누르면, 다시 분류 화면이 나타
나고 다른 형태로 통계를 도출 할 수 있다.

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그림 2-38> PATSTAT 통계 출력 화면(2018년 6월 출원)

검색 창에서 검색 식을 ‘PAD=2018’로 2018년 현재까지 전체 출원 건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각 특허별로 지정된 IPC 분류 건수와 비중
이 나타난다. 이 결과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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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그림 2-39> PASTAT 통계 출력 화면(2018년 출원)

PATSTAT의 Full-text search의 검색 기준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26> EP full-text search의 검색기준 목록
APN
APD
FFD
PUN
PUD
PUW
PUK
PUL
IPUN
IAPN
IAPD
IAPL
PUA12
PUA3
PUB1
PUB2
PUB3
COD
DCS

Application, Publication
Application number
출원 번호
Application date
출원 날짜
First filing date
첫 접수일
Publication number
공개번호
Publication date
공개일
Publication week
공개 주간
Publication kind
공개 종류
Publication language
공개 언어
International publication number
국제 공개 번호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국제 출원 번호
International application date
국제 출원일
International application language
국제 출원 언어
A1/A2 publication date
A1 / A2 공개일
A3 publication date
A3 공개일
B1 publication date
B1 공개일
B2 publication date
B2 공개일
B3 publication date
B3 공개일
Correction date
수정 날짜
Designated contracting state
지정 계약 국가

- 73 -

DXS
DVS
PRN
PRD
PAAP
DIAP
INV
INVCI
INVCO
APP
APPCI
APPCO
REP
REPCI
REPCO
IPC
IC17
IC17M
IC17F
IC8
ICFA
ICFI
WORD
TIEN
TIFR
TIDE
ABEN
ABFR
ABDE
DEEN
DEFR
DEDE
CLEN
CLFR
CLDE
CIT
CPAT
CNPL
CPAP
CNAP
CPEP
CNEP
CPSR

Designated extension state
지정된 확장 상태
Designated validation state
지정된 유효성 검사 상태
Priority, disvisional / patent application
Priority number
우선 번호
Priority date
우선 날짜
Parent application
원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분할 출원
Parties
Inventor
발명자
Inventor (city)
발명가 (도시)
Inventor (country)
발명가 (국가)
Applicant / proprietor
출원인 / 권리자
Applicant / proprietor (city)
출원인 / 권리자 (도시)
Applicant / proprietor (country)
출원인 / 권리자 (국가)
Representative
대리인
Representative (city)
대표 (시)
Representative (country)
대표 (국가)
Classification
IPC (all)
IPC (모두)
IPC 1-7
IPC 1-7
IPC 1-7 main
IPC 1-7 메인
IPC1-7 further and additional
IPC1-7 further and additional
IPC 8
IPC 8
IPC full level (additional information)
IPC 전체 레벨 (추가 정보)
IPC full level (invention information)
IPC 전체 레벨 (발명 정보)
Text
All words in all languages
모든 언어의 모든 단어
Title (en)
제목 (en)
Title (fr)
제목 (fr)
Title (de)
제목 (de)
Abstract (en)
초록(영어)
Abstract (fr)
초록 (프랑스어)
Abstract (de)
초록 (덴마크어)
Description (en)
설명 (영어)
Description (fr)
설명 (프랑스어)
Description (de)
설명 (덴마크)
Claims (en)
클레임 (영어)
Claims (fr)
클레임 (프랑스어)
Claims (de)
클레임 (덴마크)
Citation, search report
Citation (patent and NPL)
인용 (특허 및 NPL)
Patent citation (all types)
특허 인용 (모든 유형)
NPL citation (all types)
NPL 인용 (모든 유형)
Patent citation (applicant)
특허 인용 (출원인)
NPL citation (applicant)
NPL 인용 (출원인)
Patent citation (examination phase)
특허 인용 (심사 단계)
NPL citation (examination phase)
NPL 인용 (심사 단계)
Patent citation (search report)
특허 인용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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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D
CAPP
CNSR
CCAT
COSE
TSF
LUI
DNOS
PSR

Publication date of cited patent(search report) 인용된 특허의 공표 일(조사 보고서)
Applicant of cited patent (search report)
인용된 특허 출원인 (조사 보고서)
NPL citation (search report)
NPL 인용 (조사 보고서)
Citation category (search report)
인용된 카테고리 (검색 리포트)
Date of completion of search
검색 완료 날짜
Technical search field
기술 조사분야
Lack of unity of invention (sheet B)
발명의 단일성 결여 (시트 B)
Declaration of no search
검색이 없다는 선언
Partial search report (Sheet C)
부분 조사보고서 (시트 C)
Other
EPO
Publication by the EPO
EPO 공개
CWE
Current week
현재 주
CMO
Current month
이번 달
CYE
Current year
당해 연도
PSL
Presence of sequence listing
서열 목록의 존재
PAD
Presence of additional data
추가 데이터의 존재
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다음 검색 서비스로 ‘EP Bulletin search’를 열면 동일한 앞의 검색창과 동
일하게 나타나며, ‘Creteria’에 ‘서지정보’, ‘심사’, ‘거절’, ‘기타’의 검색 기준이
나타난다. 출원된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정보와 등록 심사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결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
용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 기준에 대한 항목들의
통계를 도출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EP Bulletin search의 검색 창이다.

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그림 2-40> PATSTAT 통계 출력 화면(2018년 6월 출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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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접수 일자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추출하면 앞에서 검색한 특허들
이 추출되지만, 결과로 요약정보를 제공하며 앞의 검색에서 보여주는 도면
등의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상단의 통계를 누르면, Full-text 검색과
달리 표시 기준에 대한 창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기준을 연도로 할 것이
냐 그래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등을 선택하게 된다. 검색 조건을 조금
바꾸어서 검색해 보자. 출원 언어별로 영어로 출원한 출원 건수 통계를 추출
해 보았다. 검색식은 ‘PLNG = en’ 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검색 식, 출
원된 특허의 공개 번호, 공개된 출원 내용이 결과 창에 출력된다.

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그림 2-41> PASTAT 검색 결과

통계 창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통계 표시 형식에 대한 선택창이
나타나고 적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IPC 분류 별로 연도별 영어로 출원
된 특허의 비중이 물방울로 규모가 나타난다.

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그림 2-42> PATSTAT 통계보고 결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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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Bulletin search의 검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27> EP Bulletin search의 검색 기준
Bibliographic data
APNR
Application number
APDT
Application filing date
EAPP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PUNR
Publication number
PUKD
Last publication kind
PUA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 (A1, A2)
DSRDT Publication of search report (A3)
PUB1
Publication of granted patent (B1)
PUB2
Publication of amended patent specification(B2)
PUB3
Publication of limited patent specification (B3)
PLNG
Procedure language
AINR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AIDT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ing date
PINR
International publication number
PIDT
International publication date
PIGZ
Issue PCT Gazette
PRNR
Priority number
PRDT
Priority date
INNM
Inventor
INCY
Inventor (country)
APNM
Applicant
APCY
Applicant (country)
PA
Proprietor/applicant
PACY
Proprietor/applicant (country)
GTNM
Proprietor
GTCY
Proprietor (country)
RENM
Representative
RECY
Representative (country)
TTLE
Title (en)
TTLF
Title (fr)
TTLG
Title (de)
IPC
IPC (all editions/versions)
ICF
IPC full level
ICFA
IPC full level (additional information)
ICFI
IPC full level (invention information)
DCS
Designated contracting state
DXS
Designated extension state
XDT
Extension date
DVS
Designated validation state
VDT
Validation date
CWE
Most recent week
PUDT
Most recen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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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번호
출원일
사전적으로 접수 된 출원서
공개 번호
최종 공개 종류
특허 출원 공개(A1, A2)
조사 보고서의 공개 (A3)
등록된 특허의 공개 (B1)
수정된 특허 명세서 공개 (B2)
제한된 특허 명세서 공개 (B3)
출원절차 진행 언어
국제 출원 번호
국제 출원일
국제 공개 번호
국제 공개일
PCT 공보 발행
우선권 번호
우선권 날짜
발명자
발명가 (국가)
출원인
출원인 (나라)
권리인 / 출원인
권리인 / 출원인 (국가)
소유주
사업자 (국가)
대리인
대리인 (국가)
제목 (en)
제목 (fr)
제목 (de)
IPC (모든 에디션 / 버전)
IPC 전체 레벨
IPC 전체 레벨 (추가 정보)
IPC 전체 레벨 (발명 정보)
지정 계약 국가
지정된 확장 상태
연장 날짜
지정된 유효성 검사 상태
유효 기간
최근 주
최근 이벤트

BULLDT Date of publication of Bulletin
Bulletin의 공개일
BULLNR Bulletin issue number
bulletin 등록 번호
STAT
Document status
문서 상태
Examination
PCRF
Application refused
출원 거부
PCWD
Application withdrawn
출원 철회
PCDW
Application deemed to be withdrawn
철회 된 것으로 간주되는 출원
PSEX
Request for examination
심사 요청
PSCS
Despatch of correction to search report
조사보고서에 대한 수정 요청
PSDS
Despatch of supplementary search report
보충 조사보고의 발송
PSFC
Despatch of first examination report
제 1 차 심사 보고서의 제출
PSAN
Communication of intention to grant
특허등록에 대한 통지
PSDP
Grant of patent
특허의 등록
PSRQ
Request for re-establishment of rights
권리 재 확립 요청
PSRR
Re-establishment of rights
권리의 재 확립
PSSI
Stay/interruption of proceedings
절차의 진행 / 중단
RSDT
Resumption of proceedings
절차 재개
Opposition
PCNO
No opposition filed within time limit
이의신청 기간내 이의신청 없는 건
OPDT
Opposition filing date
이의신청 제출일
OPDF
Opposition deemed not to be filed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
OPOA
Opposition admissible
이의신청의 인정
OPOI
Opposition inadmissible
이의신청의 불인정
OPRD
Opposition rejected
이의신청의 거절
OPNM
Opponent
상대
OPCY
Opponent (country)
상대방 (국가)
OANM
Opponent's representative
상대방 대표
OACY
Opponent's representative (country)
상대방 대표 (국가)
PCPA
Patent maintained in amended form
수정하여 유지된 특허
PCRV
Revocation of patent
특허 취소
OPDC
Termination of opposition procedure
이의 제기 절차의 종료
LIMP
Request for limitation of patent
특허 제한 요청
LIMA
Limitation of patent allowed
허용 된 특허의 제한
LIMR
Limitation of patent rejected
거부 된 특허의 제한
REVR
Request for revocation of patent(Art.105(a)EPC) 특허 취소 요청 (제105조 (a)EPC)
REVD
Revocation of patent (Art. 105(a) EPC)
특허 취소 (제 105 조 (a) EPC)
REVP
Petition for review
검토요청
Other
LPDT
Lapse
소멸
LPCY
Lapse (country)
소멸 (국가)
RCDT
Request for conversion into national application 국내 출원 변경 요청
Request for conversion into national application
RCCY
국가 출원서 (국가) 로의 전환 요청
(country)
LCNM
Licensee
실시 받은 사람
LCDS
Licence (designated state)
라이센스 (지정 국가)
출처 : PATSTAT (https://data.epo.org/expert-servic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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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특허청 통계서비스의 개선사항 및 시사점
기관의 주요 목적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청의 서비스와 통계청
의 서비스를 비교하여 통계청 서비스를 기준으로 시스템과 같이 수정을 요
구하는 것은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하지만, 통계 제공자의 관점과 이
용자의 관점을 고려할 때 다음의 몇 가지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계 서비스의 일원화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청이 제공하
는

통계는

‘통계

‘책자/통계’>‘지식재산권

간행물’에서

‘지식재산

통계’에서

통계연보’,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엑셀파일들과

통계연보’의

엑

셀(압축)파일, IPSS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있다. 중복제공 되고 있는
통계정보의 일원화를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IPSS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서버에 중
복자료가 업로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업무 담당자가 동일한 정보를 각
기 다른 양식의 데이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자료의 이용자가 IPSS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를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통계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IPSS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
다. 언급한바와 같이 특허청에 통계청의 KOSIS와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이외에 자신이 데이터 베이스의 질의(query)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국내 출원된 특허 중에서 국제특허분류(IPC)별 내·외국인의 출원 건수
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IPSS에서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용
자는 WIPO IP Data Center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국내 특허 현황을 분석하
기 위해 이용자가 우리 특허청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제공하는 통계 정보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
지에서 제공하는 엑셀 자료는 통계에 대한 설명과 통계와 관련한 제도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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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설명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IPSS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통계데이터를 다운받은 경우에도 통계 설명 자료가 없다.
넷째, IPSS를 통한 통계 제공화면의 완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PSS에
서도 자료를 정렬하거나 선택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하는 경우 오류나 의미가 없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3>
이나 <그림 2-17>의 연도별 출원을 살펴보면, 통계자료의 상단에

아이

콘이 ‘년도’와 각 권리별 명칭에 붙어 있다. 이를 누르면 통계 값을 선택하도
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표는 대표성이 있는 그룹을 지정하기 위한 것
이지만, 이 경우는 의미 없는 기능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시스템에 대한 의문
을 남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일부 화면
에는 정렬 기능이 숨겨져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용자에게는 시스템이 불완전 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앞에서
봤던 <그림 2-9>의 남녀 성별 출원 건수의 경우에는 성별 각 권리명 아래
필터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기능이므로 관련
기능이 수정되어야 한다.

출처 : IPSS 지식재산 통계(http://ipstat.kipi.or.kr/)
<그림 2-43> IPSS 통계서비스 제공화면의 불완전성(예시)

다섯째, 특허 서지 정보와 통계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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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가 필요하다. 해외 주요 통계서비스와 비교할 때, 우리 특허청의 통
계서비스 기능은 정보 제공자 측면의 데이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USPTO나 JPO의 경우 우리 특허청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정보와 유사
한 형식과 범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낮은 단계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
지만, 제공되는 지표의 수와 조사 범위, 분석의 범위는 더 많고 넓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제공하는 그래픽 정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통계를 제공하는 WIPO IP Statistics Center의 서비
스의 경우 하나의 통계지표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측면의 세부지표를 제공
하고 있으며, 통계 이용자의 통계수요에 맞게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선택
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고급 정보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체계로 볼 수 있는 EPO의 PATSTAT의 경우 지식재산권 정보의 검색과 검색
한 범주 내에서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고급 통계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포털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주요 서비스는 우리 특허청
이 제공하는 IPSS, KIPRIS, KIPRIS PLUS에서 유사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검색과 통계를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고 정보이용자의 선택과 편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우월한 통계정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특허청의 통계서비스는 지식재산 검색 서비스와 통계서비스를 이원
화하고 있으며, 통계서비스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로 이해된다. 향후 특허청
의 지식재산 통계와 통계분석 서비스의 이용 증대와 활용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통계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
하거나 직접 추출할 수 있는 고급 서비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
서비스와 함께 지식재산 전문분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선진화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분석 서비스의 경우 민간의 지식재산 서비
스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특허
가치평가 시스템(SMART3)와 같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 지식재산 분석 보다는 분야별 전문성 높은 분석보고서를 제
공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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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제 1 절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 설문조사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통계서비스가 갖춰야할 제공
통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결정요소인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관련성, 접근성,
비교성, 효율성 해석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기본적인 산업재산권 통계는 출원, 심사, 등록, 존속 등 현재의 양적
상황을 수치로 보고되고 있고, 관련하여 세부 부문별 통계가 제공된다. 통계
자료는 연간, 월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통계는 발명자의 권리에
대한 통계이며 발명자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되는 출원서와 특허 명
세서를 기반으로 집계되는 보고통계이기 때문에 정확성, 시의성, 관련성, 접
근성을 갖추며, 이 권리는 국내 발명자나 이를 이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
외 발명자와 해외 기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통의 기준으로 집계되며
제공되어 비교성, 효율성, 해석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통계가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
이하고, 통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이용
측면에서 품질에 대해서는 기계적 분석이나 관련 전문가의 판단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또한, 통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 환경(UI)과 함께 통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통
계분석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UI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서비
스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편할 수 있지만, 통계분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의 수요가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들의 만족도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부기관 담당자, 지식재산 관련 연구기
관의 연구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연구자 및 담당자
와 특허정보 이용자,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담당자, 변리사를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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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16)

(a) 설문 참여자의 소속

(b) 설문 참여자의 주요업무
<그림 3-1> 설문 참여자 기본현황

전체 응답자는 94명으로 이 가운데 공공기관 40명(42.6%)이 가장 많이 참
여하였고, 교육기관 종사자는 23명(24.5%), 연구기관 20명(21.3%), 기업 5명
(5.3%), 공무원 4명(4.3%), 기타2명(2.1%)이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정책연구 및 전략연구가 가장 많은 37.2%를 차지
하였고, 지식재산 서비스업(17.0%),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관리(13.8%), 지식
16) 본 설문은 예산과 기간의 제약으로 방문/우편 면접, 전화면접 등을 이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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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교육(12.8%), 지식재산 동향분석(11.7%), 연구자(4.3%) 기타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설문지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해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지식재산권 통계’와 ‘지식재산 활동실태
조사’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 경로, 주 이용통계, 만족도(자료 종류, 제공
형태, 검색, 이해도, 기타), 지표수요로 구성된 각 서비스 당 4개 문항으로 질
문하였고,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지식재산 통계FOCUS’의 통계 보고
서에 대한 구독 경로, 만족도(다양성, 시의성, 품질, 활용성, 가독성, 기타 개
선점), 희망 분석주제 및 지표로 구성한 3개 문항으로 주요 질의를 구성하였
다. 마지막으로 소속(업종), 주요업무, 관심사항에 대한 3가지 일반사항에 대
한 질의로 구성하였다.
1.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이용 현황
응답자 중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85.1%이며, 14.9%는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36.2%로 상당히 많았으며,
주요 업무 기준으로 정책 및 전략연구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80명 가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73명
으로 연 4회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는 38.8%이며, 횟수는 모르지만 수시 이용
한다는 27.5%, 연 4회 미만은 25.0%로 조사 되었으며, 과거 이용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8%(7명)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업무상 현재 통계정보를 이용하지 않음’, ‘제공 시점이 늦
어 활용하지 않음’, ‘기타’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는 필요한 통계가
없고, 제공시점이 늦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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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응답자의 이용 경험

(b)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이용 빈도

<그림 3-2>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73명)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
서비스는
많이

‘지식재산권

이용하고 있으며,

통계’

‘통계연보’가

및

‘지식재산

응답자의

통계FOCUS’와

74.0%로

‘통계로

보는

가장
특허동

향’의 통계분석보고서는 응답자의 58.9%가 이용하고 있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응답자의 56.2%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8.2%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17)

*` 주 : 응답자 73명의 중복응답 결과
<그림 3-3> 주로 이용하는 통계 서비스
17) 주로 이용하는 통계서비스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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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73)의 업종별 주 이용 통계를 보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이용자는 ‘지식재산권 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
었고,

연구기관에서는

‘지식재산권

통계’와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허청 통계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 주 : 응답자 73명의 중복응답 결과
<그림 3-4> 응답자 종사 업종별 주로 이용하는 통계 서비스

통계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보고서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이 가장 높은 응답자의 68.5%를 차지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응
답자의 56.2%가 ‘정책 및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 다음으로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선행조사’(37.0%), ‘단순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23.3%), 지식재산 이전·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21.9%), ’관심기술의 선행조사‘(11.0%)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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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 목적(현재 이용자)
이용 목적
관심기술의 선행조사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선행조사
지식재산 이전·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정책 및 전략보고서 작성
보고서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단순 동향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응답자 수
* 주 : 응답자 73명의 복수응답 결과

응답 수
8
27
17
41
50
17
73

(단위 : 명, %)
응답 비중
11.0%
37.0%
21.9%
56.2%
68.5%
23.3%

통계서비스 이용 목적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종사 업종별로 이용한 빈도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경우 ‘보고서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선행조사’ 정보로 이용 되었
다.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보고서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이 가
장 높고, ‘정책 및 전략보고서 작성’에 활용되었다. 기업의 경우 ‘단순동
향 파악’위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고, 공공기관의 경우 ‘보고서 및 학술 연
구 등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책 및 전략 보고서 작성’에 이용되었다.
공무원의 경우 ‘정책 및 전략 보고서 작성’에 주로 활용 되었다.
2.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 이용 현황
지식재산권 통계는 연간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국제정보
등의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통계자료는 월간, 연간 자료가 제공되며, 특허청
홈페이지, KIPRIS Plus, 통계청에서 제공하며, 연구개발 기관, 국내외 지식재
산 관련 기관, 관련 서비스 기업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통계는
전체 설문 응답자(94명) 가운데 86명만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응답자 중 대부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하며, KIPRIS Plus,
통계청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집 경로에는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KISTEP 및 유료 DB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응답자의 종사 업종별로는 모든 기관에서 특허청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
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중심으로 통계를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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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식재산 통계 수집 경로

특허청

65

활용
비율
75.6%

KIPRIS Plus

39

45.3%

8

통계청

19

22.1%

8

7.0%

응답수

기타

교육
기관
13

연구
기관
15

4

공공
기관
28

14

0

3

7

1

1

기업

공무원

기타

4

1

15

0

2

0

9

0

0

0

4

0

0

* 주 : 응답자 86명의 복수응답 결과

지식재산권 통계에서 제공하는 14개의 통계목록 가운데 주로 이용하는 통
계서비스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이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심사 등록
통계’를 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산업분야별 출원·등록 통계(특허실용신
안)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로 출원인 특성(국적, 성별, 지역/지자체)별 통계
이용이 많았다.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 이용자가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계서비스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 응답자의 지식재산권 통계 이용 현황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 심사 · 등록 통계

단위 : 명, %
응답
응답수
비중
67
77.9%

산업분야별 출원 · 등록 통계(특허·실용신안)

44

51.2%

기술분류별 출원 · 등록 통계(특허·실용신안)

37

43.0%

출원인 특성별 출원·심사·등록통계(국적, 성별, 지역, 지자체 등)

34

39.5%

산업재산권 상태, 등록, 분류, 심판 등 행정 정보 통계

24

27.9%

소송 통계(특허법원, 대법원)

21

24.4%

국제 특허 부류별 출원 · 등록 통계(특허·실용신안)

17

19.8%

특수 분야 특허 통계(생명공학, BM)

11

12.8%

연도별 심판 통계

11

12.8%

심판 청구건수 통계(청구인 국적, 청구인·피청구인 특성, 기술분야 등)

10

11.6%

영문초록 및 국문번역 초록

9

10.5%

처리건수(심판 종류별 청구 및 처리 건수, 인용현황 등)

6

7.0%

물품 분류별 디장인 출원 · 등록 통계

6

7.0%

부문 분류 및 유형별 별 상표 출원 · 등록 통계

5

5.8%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

* 주 : 응답자 86명의 복수응답 결과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기관에서 ‘연도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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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산권 통계’에 대한 이용이 높게 나타나 기본적이 동향 정보 이용이 많
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통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
다. 교육기관에서는 ‘산업재산권 행정정보 통계’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연구기관에서는

‘기술분류’,

‘특허분류별

통계’,

‘산업분야별

통계’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응답자 수가 적으나 ‘출원인 특
성별 통계’와 ‘심판청구건수 통계’에 대한 이용이 높고 전반적으로 고르
게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경우 ‘산업분야별 출원·
등록통계’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응답자 소속 기관별 지식재산권 통계 세부 정보 이용 현황
교육
기관
14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 심사·등록 통계
17.1%
출원인 특성별 출원·심사·등록통계
6
7.3%
(국적, 성별, 지역, 지자체 등)
기술분류별 출원 · 등록 통계
6
7.3%
(특허·실용신안)
국제 특허 부류별 출원 · 등록 통계
4
4.9%
(특허·실용신안)
산업분야별 출원 · 등록 통계
8
9.8%
(특허·실용신안)
3
물품 분류별 디장인 출원 · 등록 통계
3.7%
2
부문분류 및 유형별 상표 출원·등록 통계
2.4%
3
특수 분야 특허 통계(생명공학, BM)
3.7%
산업재산권 상태, 등록, 분류, 심판 등
12
14.6%
행정 정보 통계
5
연도별 심판 통계
6.1%
심판 청구건수(청구인 국적, 청구인·피청
6
7.3%
구인 특성, 기술분야 등)
처리건수 (심판 종류별 청구 및 처리 건
2
2.4%
수, 인용현황 등)
8
소송 통계(특허법원, 대법원)
9.8%
3
영문초록 및 국문번역 초록
3.7%
소속 기관별 주 이용 통계

* 주 : %는 기관별 통계의 이용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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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공 공무
기업
기타
기관
기관
원
19
3
27
2
2
27.5% 20.0% 22.7% 16.7% 40.0%
7
2
15
2
2
10.1% 13.3% 12.6% 16.7% 40.0%
10
1
18
2
0
14.5% 6.7% 15.1% 16.7% 0.0%
10
0
3
0
0
14.5% 0.0% 2.5% 0.0% 0.0%
10
1
22
3
0
14.5% 6.7% 18.5% 25.0% 0.0%
1
1
1
0
0
1.4% 6.7% 0.8% 0.0% 0.0%
2
1
0
0
0
2.9% 6.7% 0.0% 0.0% 0.0%
1
0
6
1
0
1.4% 0.0% 5.0% 8.3% 0.0%
1
0
9
1
1
1.4% 0.0% 7.6% 8.3% 20.0%
3
1
1
1
0
4.3% 6.7% 0.8% 8.3% 0.0%
0
2
2
0
0
0.0% 13.3% 1.7% 0.0% 0.0%
0
1
3
0
0
0.0% 6.7% 2.5% 0.0% 0.0%
4
1
8
0
0
5.8% 6.7% 6.7% 0.0% 0.0%
1
1
4
0
0
1.4% 6.7% 3.4% 0.0% 0.0%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
체적인 만족도는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7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는 5.55로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공형태의 경우 5.44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자료 검색과 관련해서 5.37로 나타났고 이해도는 5.40
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자료의 검색분야가 가장 점수가 높고, 제공형태와 이해도에서 상대적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통계 개요 및
설명이 부족함, 제공방식에서 개선이 필요, 다소 공신력 있고 특허성과를 나
타내는 진전된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표 개발의 요구가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한 집단은 ‘정책 및 전
략 연구’와 ‘창출지원 및 관리’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을 기
준으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한 집단은 공공기관과 공무원에서 많은 수를 차
지하였다.
<표 3-5>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의 만족도
단위 : 명, %
자료의 종류

자료제공형태

자료의 검색

자료의 이해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불만족

0

0.0%

0

0.0%

3

3.5%

0

0.0%

다소 불만족

2

2.3%

5

5.8%

2

2.3%

3

3.5%

보통

13

15.1%

12

14.0%

17

19.8%

16

18.6%

대체로 만족

26

30.2%

23

26.7%

17

19.8%

25

29.1%

만족

26

30.2%

32

37.2%

32

37.2%

28

32.6%

매우 만족

19

22.1%

14

16.3%

15

17.4%

14

16.3%

평균 만족도(7점기준)

5.55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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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5.40

<그림 3-5> 지식재산권 통계의 통계서비스 만족도 분포

지식재산권 통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0%는 지식
재산권 통계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일부 응답자는
제공 통계의 종류, 제공형태, 검색의 편의성, 설명자료의 제공 등 개선점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통계나
지표수요에 대한 질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
과 관련한 주관식 질의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응답자이 제시한
통계 지표는 ‘산업별 지식재산 통계 및 지식재산-경제 연계통계’와 ‘분
쟁 및 소송과 관련한 통계’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4차 산업 및 융합 관
련 통계’와 ‘이전·사업화 분야 통계’에 대한 요구가 조사되었다. ‘지식
재산과 산업의 연계 통계와 분쟁·소송 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정책관심도가 높기 때문
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의 관점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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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지식재산권 통계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관식 질의 응답
질의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
스에서 제
공되었으면
하는 통계
나 지표가
있 으 십 니
까?

응답
지식재산 – 산업 연계정보 (응답 : 산업별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건수와
등록유지건수에 대한 통계, IP-산업 연계 통계, 산업 경제와 비교할 수 있
는 비교 통계 필요, 지재권 출원인정보의 기업 재무정보 연결, 지식재산시
장규모에 관한 통계 자료와 IP출원 번역 정보분석 시스템 등의 세부IP업무
별 국내 연간 매출액 통계자료)
주요 기술분야 통계 (응답 :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中 블록체인 관련 기
술, 융합 통계)
지식재산 분쟁 / 소속 통계 (응답 : 기술분야별 특허무효율, 특허소송 통계,
상세한 소송통계, 해당 분류별 심판 승소율 소송승소율 등, 특허이전을 알
수 있을 권리변경 심판소송 분야별 통계, 각 지재권별 분쟁 및 소송 대상
이 였는지 여부, 산업분야별 국내 분쟁 통계 및 국내기업의 진출이 확대되
어 있는 베트남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국가의 분쟁 통계)
전담특허사무소 운영 현황 만족도 등
세부 IP 분야별 국가별 통계
IPC별 주요 출원인
IPC subclass별 세부통계 내외국인 상위20개 국적관련 세부통계 특허 사업
화율지표 및 통계 등
국가별 지재권 특히 산업재산권 질적 수준 비교 분석
신지식재산 분야 통계
상표출원 업종별 년도별 등록율 통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기준 기술분야별 통계와 광역지자체별 통
계
data들이 각각 제공되어 종합적으로 한 판에 보여주는 표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

3.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의 지식
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식재산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기업, 공공
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조사통계이
다. 최근 보고서는 2017년 통계이며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 1건이
상 등록한 국내 29,660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통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6명이며,
이 가운데 특허청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68.6%, KIPRIS Plus를 통해 수집
하는 경우가 38.4%, 통계청의 경우 12.8%, 조사기관인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 92 -

을 통하는 경우가 51.2%, 기타의 경우 3.5%로 조사되었다.18) 기타의 경우 구
글 검색 및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주관기관인 특허청과 조사를 담당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3-7> 지식재산 통계 수집 경로

특허청

59

활용
비율
68.6%

KIPRIS Plus

33

38.4%

8

통계청

11

12.8%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44
3

응답수

기타

교육
기관
13

연구
기관
12

3

공공
기관
25

11

0

2

4

51.2%

12

3.5%

2

기업

공무원

기타

4

2

13

0

1

0

5

0

0

13

2

17

0

0

0

1

0

0

0

* 주 : 응답자 86명의 복수응답 결과

지식재산 활동조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 12개의 부문으로 요
약한 통계 목록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두 번째로 지식재산 활용
의 방향과 전략과 관련한 통계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로는 산업재산권의 해
외 출원/등록 실적에 대한 통계를 많이 이용하였다. 조사의 결과에서 지식재
산의 창출과 활용 전략에 대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
식재산과 관련한 인력, 시스템,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용이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18) 복수응답을 포함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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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응답자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통계 이용 현황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의 방향과 전략

단위 : 명, %
응답
응답수
비중
48
55.8%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활용의 방향과 전략

44

51.2%

(기업/대학·공공연)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실적(특허, 디자인, 상표)

35

40.7%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보호의 방향과 전략

34

39.5%

(기업/대학·공공연)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활용현황

28

32.6%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 실적

24

27.9%

(기업)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의 방향과 전략

20

23.3%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인식도

20

23.3%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련 인력 및 시스템
(대학·공공연) 기업 등에 이전되거나 실험실 창업,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중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권리의 비율
(기업/대학·공공연) 직무발명 보상 및 직무교육 여부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련 활동비(출원/심사/유지 비용, 관련
제경비)
* 주 : 응답자 86명의 복수응답 결과

17

19.8%

15

17.4%

15

17.4%

11

12.8%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 이
용 실태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교육기관의 경우 ‘창출 방향과 전략’과 ‘해
외 출원/등록 실적’, ‘활용의 방향과 전략’ 부문의 이용이 높았고, 연구기
관의 경우 ‘창출 방향과 전략’, 활용 방안과 전략‘, 보호방안과 전략’
부문의 통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기업의 경우는 ‘해외 출원/등록동
향’과 ‘활용 방향/전략’ 통계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식재산을 창출
하고 활용하는 집단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로서 실태조사 결
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활용방향 및
전략’과 ‘창출방향 및 전략’에서 이용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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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응답자 소속 기관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통계 세부 정보 이용 현
황
소속 기관별 주 이용 통계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의 방
향과 전략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활용의 방
향과 전략
(기업/대학·공공연) 산업재산권 해외 출
원/등록 실적(특허, 디자인, 상표)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보호의 방
향과 전략
(기업/대학·공공연) 보유하고 있는 산업
재산권의 활용현황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 실적
(기업)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의
방향과 전략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
에 관한 인식도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련 인력
및 시스템
(대학·공공연) 기업 등에 이전되거나
실험실 창업,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하
고 있는 산업재산권 중 이를 통해 매
출이 발생한 권리의 비율
(기업/대학·공공연) 직무발명 보상 및
직무교육 여부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련 활동
비(출원/심사/유지 비용, 관련 제경비)

교육
기관
10
13.5%
4
5.4%
8
10.8%
9
12.2%
4
5.4%
9
12.2%
6
8.1%
7
9.5%
5
6.8%

연구
기관
15
15.5%
8
8.2%
11
11.3%
9
9.3%
4
4.1%
13
13.4%
8
8.2%
8
8.2%
6
6.2%

1
11.1%
0
0.0%
0
0.0%
2
22.2%
0
0.0%
2
22.2%
1
11.1%
1
11.1%
1
11.1%

공공
기관
17
14.5%
8
6.8%
12
10.3%
13
11.1%
11
9.4%
19
16.2%
9
7.7%
12
10.3%
3
2.6%

4

5

1

5.4%

5.2%

2
2.7%
6
8.1%

5
5.2%
5
5.2%

기업

공무원

기타

3
33.3%
0
0.0%
2
22.2%
0
0.0%
1
11.1%
1
11.1%
0
0.0%
0
0.0%
0
0.0%

2
40.0%
0
0.0%
1
20.0%
2
4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1

0

11.1%

5.1%

11.1%

0.0%

0
0.0%
0
0.0%

3
2.6%
4
3.4%

1
11.1%
0
0.0%

0
0.0%
0
0.0%

* 주 : %는 기관별 통계 이용 비중임

지식재산 활용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부문별 만족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권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자료의 종류의
경우 5.57로 만족에 집중되어 있어 응답자들은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자료가
다양한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자료의 제공형태(5.44)
나 자료의 검색(5.34), 자료의 이해(5.44)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체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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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있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통계의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비교분
석 등 심층 분석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활동 실
태조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 집단은 기업과 공무
원으로 특히 자료의 검색과 자료의 이해 부분에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 지식재산 활용 실태조사 통계 서비스의 만족도
단위 : 명, %
자료의 종류

자료 제공형태

자료의 검색

자료의 이해

매우 불만족

0

0%

0

0%

0

0%

0

0%

불만족

0

0%

0

0%

0

0%

0

0%

다소 불만족

0

0%

2

2%

4

5%

2

2%

보통

13

15%

13

15%

18

21%

15

17%

대체로 만족

27

31%

30

35%

24

28%

27

31%

만족

30

35%

27

31%

25

29%

27

31%

매우 만족

16

19%

14

16%

15

17%

15

17%

평균 만족도(7점기준)

5.57

5.44

5.34

5.44

<그림 3-6>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통계서비스 만족도 분포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통계나 분석지표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하여 서비스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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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계 수요가 있었다. 현재의 조사는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활동에 대
한 실태조사도 포함하길 원하는 응답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이
전 및 거래와 관련한 조사 통계가 함께 제공되길 원하는 응답도 있었으며,
스타트업 등 초기기업의 활동에 대한 조사 수요, 활동에 대한 세부사례에 대
한 분석지표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또한 국내에 진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
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수요가 있었으며, 국내외 비교자
료에 대한 지표분석, 해외 지재권 보호관련 통계 등도 있었다. 지표분석과
관련하여 산업·제품부문별 질적·양적 기여도나 분쟁,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분석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표 3-11>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통계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관식 질의 응답
질의

응답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통계나 지
표가 있으십니
까?

세부적인 IP서비스업 통계
(유사응답 : 해외를 포함한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의 분야별 관련 통계)
국내 진출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활동 현황
대학 기업 연구소 및 국가간 비교 분석자료
해외 지재권 보호에 관한 통계
사례까지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 한뎁스 더 아래로
해외 지재권 연계 검색
활용과 관련된 세부현황 지식재산이전에 관한 통계
산업 또는 제품 카테고리별 지적 재산권의 질적 양적 기여도와 분쟁 및
경쟁 강도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 기업 소상공인 초기기업의 활동 및 실태조사

4.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통계분석 보고서는 ‘지식재산 통계 FOCUS’와 ‘통
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두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식재산 통
계 FOCUS’는 출원인의 유형, 기업의 규모, 국적, 지역, 권리별, 기술분야
등에 대한 특성별 기초통계 지표와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기후변화 등 시
점별 주요 이슈에 대한 출원 동향이나 유망기술동향, 국가별 기술력 지표 등
과 같은 이슈별 동향분석 지표를 제공하는 통계보고서이다.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경우 2002부터 연간 특허 동향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부
터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으로 개편되었으며, 국내외, 연도별 특성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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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기본으로 기술 분야 및 주요 이슈별 특허동향정보 수록하고 있다.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는 응답자 가운데 78명(83.0%)이 이용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는다는 응답자가
43명(45.7%)로 가장 많았고, 특허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가 21
명(22.3%),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가 13명(13.8%), 기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으로 볼 때, 대부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특허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
공받는 경우도 상당히 높았다.
<표 3-12> 지식재산 통계 통계분석 보고서 수집 경로

특허청 홈페이지

43

활용
비율
55.1%

특허정보원 홈페이지

21

41.2%

메일링 서비스

13
1

응답수

기타

8

4

공공
기관
17

4

3

0

43.3%

3

4

5.9%

1

78

19

합계

교육
기관
11

연구
기관

기업

공무원

기타

2

1

14

0

0

0

4

1

1

0

0

0

0

0

15

4

35

3

2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주제의 다양성과 시의성,
분석의 품질, 활용성과 보고서의 가독성의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의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 만족도의 산술평균은 5.53점으로 서비스
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5.59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주제의 시의성은 조금 낮은 5.55점이며, 분석의 품질은 5.5
점, 활용성은 낮은 5.42점, 가독성은 5.59점으로 조사되었다. 분석의 품질, 활
용성, 보고서의 가독성 부분에서 불만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정책 및 전
략을 담당하는 업무나 공무원의 경우 품질이나 활용성 부문에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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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 서비스의 만족도
단위 : 명, %

매우 불만족

주제의
다양성
0
0.0%

주제의
시의성
0
0.0%

0

0.0%

분석의
활용성
0
0.0%

불만족

1

1.3%

1

1.3%

1

1.3%

1

1.3%

0

0.0%

다소 불만족

0

0.0%

1

1.3%

2

2.6%

2

2.6%

2

2.6%

보통

13

16.7%

14

17.9%

13

16.7%

16

20.5%

11

14.1%

대체로 만족

19

24.4%

16

20.5%

20

25.6%

18

23.1%

23

29.5%

만족

28

35.9%

30

38.5%

25

32.1%

26

33.3%

23

29.5%

매우 만족

17

21.8%

16

20.5%

17

21.8%

15

19.2%

19

24.4%

평균 만족도(7점기준)

5.59

5.55

분석의 품질

5.50

5.42

가독성
0

0.0%

5.59

<그림 3-7>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 서비스의 만족도 분포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에 대한 수요조사에는 기존에 다루었던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제별 선호도 보다는 향후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와 지표
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응답자들은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의 주제에 대
해서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특허 이전·사업화 등 특허의 활용측
면의 연구, 특허 소송 및 해외지재권 보호분야, 산업분야별 심층분석 등 심
층분석에 대한 요구와 함께, 최근 경제·사회 이슈인 북한 관련 분석 등의
주제를 제안해 주었다. 분석 지표에 대하서는 산업-경제 융합통계분석, 분야
별 경쟁력 평가 및 지원 분야, 사업화 및 산업화 지표, 등록인변경 사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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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의 지표 분석을 제안해 주었다. 앞의 지재권 통계 서비스와 지식재산활
동 실태조사 통계 서비스에서와 같이 지식재산과 산업의 연계분석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분쟁 및 소송관련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표 3-14> 통계분석보고서의 분석주제 및 분석지표 수요
질의

응답
지속적인 주요 기술 분야 심층분석
바이오 분야 세부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등 국가간 비교
특허동향 (유사응답 : 지재권 분석 통계 확대)

통계분석보고
서에서 다루었
으면 하는 주
제가 있으신가
요?

특허사업화율 (유사응답 : 지식재산 이전 및 활용, 특허의 활용면)
해외 지재권 보호
특허 소송 통계
산업별 출원인 성향 동향 규모
지식재산업종의 국내와 해외 시장규모
북한 지식재산 활동 현황
나름 계속 신식 주제를 발굴하여 다루는 것 같다
주기적인 산업별 특허동향 (유사응답 : 산업 경제 융합 통계)

더욱 강화가 필요한 분야 및 국가
통계분석보고
서에서 다루었 활용 및 사업화 분석 (유사응답 : 특허의 산업화)
으면 하는 분 국내외 지표 활용
석지표가 있으 권리별 등록인변경 변경사유
신가요?
산업별 출원인 성향 동향 규모에 대한 동향분석지표
연간 IP업종별 매출액

5.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만족도 및 통계지표 수요조사의 시사점
본 조사에서는 약 1천여 명의 국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공무원, 기
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 현황 및 통계 수요 조
사 실시하였다. 연구의 기간과 범위, 정보의 제약 등으로 충분한 조사를 진
행하지 한 한계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이용하
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통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업무 분야 등
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비
스의 개선과 관련하여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설문조사에서 통계서비
스 이용자들의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개선사항 및 지표수요에 대한 응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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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 가지 측면의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 추적 통
계의 서비스 확대, 두 번째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범위 확대, 세 번째는
시스템의 고도화이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 통계의 추적 통계 지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예를
들어 통계지표 수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분쟁 및 소송 정보에 대한 통계
가운데, 기술 분야별 무효율, 분류별 승소율 등에 대한 통계 제공 및 보완
요구가 있었다. 현재 지식재산권 통계에서는 당해 연도 기술 분야별 청구건
수는 제공되지만, 무효율 등 처리 건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이
전을 알 수 있는 권리변경 심판소송에 대한 통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
러한 세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원된 지식재산이 심사-등록-갱신의 경로와 심판 및 소송의 청구(제기)/처
리(판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명세서에는 존재하지만, 통계로 구축되어 제공
된다면, 더욱 다양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범위 확대이다. 지식재산통계서비스는
지식재산의 범주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산업별 정책과도 높
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 및 경제 등과 정보를 연계한 분석이 필요하
다. 우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IPC-KSIC 연계표가 있으나 활용성이 낮으며,
WIPO의 IPC분류체계에서 제공하는 산업분류나 USPTO에서 제공하는 연계표
가 있지만 국내 산업구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산업별 통계에 대한
활용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정책 담당자와 같은 이용자들은 특허에 대한 산
업별 보유현황 및 활용 현황 정보는 정책의 목표 및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
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정보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성이 높
다. 또한, 발명가나 IP 이전/거래와 관련한 업종에서는 지식재산이 어떤 산업
에서 활용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이전과 관련한 전략 분석에
높은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류/기술 분류와
산업분류에 대한 연계와 관련한 신뢰성 높은 연계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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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통계서비스의 이용을 제고하는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료의 이해와 관련한 질문
에 대해 통계의 제공형태, 검색, 이해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지식재산권

통계의

‘자료의

검색’에

대한

질의에는

‘불만족’하

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의
에서 응답자는 세부 데이터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주었다. 공급
자가 제공하는 기본 통계자료는 공급 가능한 범위를 제시한다. 이용자는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세자료까지 이용하
려 한다. 일반적으로 통계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검색 서비스 및 자료를 조합
하여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주 통계 보급 기관
인 통계청의 경우, 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통계를 제공하며, 검색서비스
와 통계 부문별로 조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조사통계에 대해서는 마
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조사 원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9)
특허청의 지식재산 통계포털인 IPSS의 경우 단순 제공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통
계지표 수요조사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만족도 및 수요 조사는
통계서비스 공급자에게 통계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에 대한 유인과 서비스 체
계를 고도화하고 이용자에 통계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 확대와
지속적인 통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는 고품질의 통계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최신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통계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계
지표 및 분석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 MDIS의 경우 일부 과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응답자의 요구에 따라 심의과정을 거처 비
공개 정보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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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지식재산권 통계지표 수요
지표 내용
세부 지표
연도별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연도별 등록
특허·상표·디자인의 부문 분류별
건수
연도별 지식재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연도별 기술분야별, 특허·상표·디자인 분류별 통계,
심판 종류별 처리 결과
심판 및 소송의 승소율 등
기술분야별 통계, 부문분류별 통계, 승소율
연도별 소송 제기에 대한 판결현황
등
부문별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 통계
출원인 국적별 통계, 다출원인 정보 등
소송에 따른 권리 변경 통계
출원인 국적별, 부문 분류별 등
신지식재산 분야 통계
국가 연구개발 특허성과 통계(조사분석평가
기술분야별, 지역별 통계
자료)
스마트기업, 소상공인, 초기 기업의 지식재 출원/등록/분쟁·소송 통계, 기술·부문분류별
산 통계
통계

<표 3-16> 지식재산권 통계분석 수요 및 심층분석 수요
지표내용
산업별 지식재산권 통계
기술 분야별 심층분석

지식재산 이전·사업화율 분석
권리별 권리자 변경 특성 분석

세부 지표
비고
부문 분류별 소유자 통계, 실시
연계표 필요
자 통계 등
4차산업혁명 및 국가주요 기술
사업 등 에 대한 분석 및 국가
간 분석
지식재산 이전·사업
화 조사 연계(검토
필요)
승계·소송 등 동향 분석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업종별 매출 거래현황 및 금액, 글로벌 분석 지식재산 서비스업
액 통계 분석
등
활용(검토필요)

<표 3-17> 지식재산 활용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수요
지표내용
글로벌 기업(국내진출 기업)의 활동
조사
국가간 비교 분석

세부지표

비고
조사범위 확대

국가간 대학·기업·연구소 비교
분석

지식재산권의 기업 성과에 대한 기
질적 · 양적 기여도
여도 분석

기업분석 필요

지식재산권 이전 통계와 연계 분석

지식재산 이전·사
업화 조사와 연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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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식재산 통계지표 POOL 및 신규지표
현재 지식재산권 통계에서 제공하는 통계지표는 산업재산권의 서지정보를
중심으로 출원(23), 심사(11), 등록(24), 심판(11)의 수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20) 이외에 지식재산 통계FOCUS 와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 이달의 통
계

등을 통해 주요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식

재산권 통계의

생명공학 분야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원 및 등록 현황 과

BM 분야 특허 출

출원 연도 및 심사청구 연도별 심사청구 현황 을 제외

한 다른 통계지표는 대부분 해외 통계서비스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통계 체계의 선진화와 통계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통
계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
(EPO)과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간하는 통계와 지식재산 관련 보고
서에서 제공하는 통계지표 목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조사
하여 도출된 소비자의 통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통계지표
POOL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에서 수집․정리된 JPO 행정연차 보고서
(본편 / 통계편), EPO 연차보고서, USPTO 연차보고서, WIPO 세계 지식재산
지표, IP5 통계보고서, WIPO PCT 연차보고서,

WIPO Madrid 연차보고서,

WIPO Hague 연차보고서를 대상으로 출원, 심사, 등록

갱신 및 갱신․존속에

대한 지표를 정리한다.
1. 권리별 지식재산 통계지표의 메타정보 검토
주요국의 연차 보고서 및 통계서비스의 지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갱신/존속, 심판관련 통계, 국제출원 통계와 일반 행정관련 지표 및 업
무목표 지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에는 출원인의 특성과 지식재
산의 분야 및 특성별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20) 관련한 정보는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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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주요국 지식재산 통계보고서의 통계수와 제공 범위
구분
통계수
포함 정보
JPO 행정연차 보고서 본편
322개 출원∼존속, 심판, 행정, 실태조사, 기술동향 등
JPO 행정연차 보고서 통계편
128개 출원∼존속, 국제출원, 심판, 행정
USPTO 연차보고서
26개 출원, 심사, 등록, 심판, 행정
EPO 연차보고서
82개 출원, 심사, 등록, 존속, 심판, 행정
WIPO 세계 지식재산 지표
62개 출원, 심사, 등록, 존속, 심판, 행정
IP5 통계보고서
48개 출원, 심사, 등록, 존속, 심판, 패밀리
WIPO PCT 연차보고서
88개 출원, 심사, 등록, 존속, 심판, 패밀리
WIPO Madrid 연차보고서
57개 출원, 행정
WIPO Hague 연차보고서
51개 출원, 등록, 행정
* 행정지표에는 행정목표나 처리건수 등이 포함됨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9개 통계보고서의 통계지표와 정보목록
과 이를 정리한 부문별 통계지표에 대한 수치는 <표 3-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체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지표는 864개이며, 이 가운데 출원 관련
지표가 407개이며, 심사부분에서는 70개, 등록은 154개, 갱신 및 존속관련 통
계는 11개, 심판 24개 지표가 제공된다. 기타는 240개로 행정목표에 대한 지
수와 서비스 평가지수, 실태조사 및 심층분석 등 현황지표 가 제공된다.
<표 3-19> 보고서별로 제공하는 유형별 지표 수
지표수
출원
심사
등록
존속
JPO 행정연차보고서(본편)
322
139
18
27
2
JPO 행정연차보고서(통계편)
128
43
17
50
2
EPO 연차보고서
26
12
5
3
2
USPTO 연차보고서
82
15
14
17
0
WIPO 세계 IP 지표
62
34
5
12
4
IP5 통계보고서
48
26
11
5
1
WIPO PCT 연차보고서
88
84
0
0
0
WIPO Madrid 연차 보고서
57
25
0
21
0
WIPO Hague 연차보고서
51
29
0
19
0
합계
864
407
70
154
11
* 중복 지표명 포함(예 : 출원/등록 추이)
** 기타에는 행정 지표 및 실태조사결과 등 기타 활동에 대한 통계지표 포함

심판
12
7
2
1
0
2
0
0
0
24

기타
141
30
4
42
2
0
4
11
6
240

지식재산 통계지표의 POOL과 향후 추출 가능한 통계지표를 검토하기 위
해 주요국 통계지표를 권리별로 출원, 심사, 등록 및 갱신/존속으로 구분하여
통계 메타 정보 맵을 작성해 보았다. 출원의 경우 접수(Filing)와 출원
(Appli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 부문으로 출원인 국적별, 접수관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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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형별, 부문분류별, 출원인 소속 국가의 소득규모별, 출원인유형(개인,
기업, 공공 등), 출원인 소속 국가의 인구규모별, 패밀리 건수 등의 기준과
출원 루트별, 지역별, 다 출원인, 전자 출원율 등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구성된 출원 부문 권리별 메타정보 맵은 아래의 <그림 3-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용신안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만 제도가 있어 범위가 그리
넓지 않고, 주요국에서도 제공되는 지표가 많지 않다. 주로 JPO와 WIPO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출원인 국적별, 관청별 출원 통계와 다출원인 기준의 통
계 등으로 조합된 지표가 제공된다. 상표의 경우 출원인 국적별, 관청별 지
표와 Madrid를 포함하는 출원 루트별, 상품분류별, 지정국 지표 등 변수로
통계가 조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디자인의 경우 출원인 국적, 출원 관청,
Hague를 포함하는 출원루트, 디자인 분류, 부문분류, 출원인 유형을 조합한
통계지표와 국가 지정 건수도 함께 조합하여 통계지표를 제공한다.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9개 통계보고서의 407개 지표를 정리하였고, 이에 대
해 111개 통계지표를 정리했다. 특허는 59개로 정리되었고, 실용신안 13개,
상표 18개, 디자인 21개로 정리되었다.21)
메타정보 맵에서 각 행과 열에 (o) 표식의 의미는 행의 통계지표에 대한
부문별 분류가 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접수>의 <종합>에 대한 <계>를 통
해 추출되는 통계는 전세계 특허출원 접수건수가 된다. 두 번째에 있는 출원
에서 <출원인 국적별> 통계지표에서 <출원경로>로 추출하게 되면, ‘출원인
국적별 PCT 출원 접수건수’, ‘출원인 국적별 직접출원 접수건수’ 등 통
계를 추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내국인의 해외 PCT 출원건
수 및 직접 출원건수’, ‘외국인 국적별 출원경로별 국내 특허 출원건수
(PCT, 직접출원)’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 만약 행에서 <출원관청>과 열에
서 <부문분류별> 기준의 통계를 추출하면, ‘출원관정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IPC 분류별 출원건수’를 의미한다.

21) 통계지표 목록은 [부록 3]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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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림 3-8> 출원 통계 메타정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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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부문에서는 청구건수, 심사처리건수, 처리실적, 처리기간, 평균청구건
수, 우선권 증명, 조사보고서 등의 항목에 대해 출원 경로별, 출원일별, 기술
유형별, 부문분류별 지역별 변수를 조합한 통계지표를 제공한다. 특허권의
경우 출원 경로별, 출원일, 기술유형, 부문분류별 심사 통계를 제공하는 반
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경우 연도별 총계와 지역별 건수의 변수에 대
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9개 통계보고서에서 70
개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43개의 통계 지표로 정리하였
다. 14개의 종합지표와 35개의 특허부문 통계를 제공하고, 실용신안은 2개,
디자인 5개, 상표 4개 지표로 정리할 수 있었다.22)

<특허>

<실용신안>

22) 통계지표 목록은 [부록 3]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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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표>
<그림 3-9> 심사 통계 메타정보 맵

등록과 갱신․존속에 대한 지표는 출원인 국적, 출원관청별 등록 건수, 기술
유형, 부문분류(IPC), 국가의 소득규모별, 출원인 유형별, 지역별, 발행연도별,
패밀리 지정 건수의 변수를 조합하는 통계지표를 제공한다. 상표와디자인의
경우 갱신등록과정에서 지정관청에서 거절한 경우를 포함한 통계지표를 제
공한다.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9개 통계보고서의 지표에서 등록 통계는 154
개, 갱신․존속관련해서는 11개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었다. 각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통계지표의 수는 전체 97개의 지표를 도
출할 수 있었고, 4개의 종합지표와 특허부문의 25개 지표, 실용신안 10개 지
표, 디자인 23개 지표, 상표에 대한 35개의 지표로 정리할 수 있었다. 실용신
안의 경우, 갱신, 존속과 관련한 통계지표가 제공도지 않고, 디자인과 상표의
경우 갱신과 국가 지정과 관련한 지표가 추가되어 있다.23)
23) 통계지표 목록은 [부록 3]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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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림 3-10> 갱신․등록 통계 메타정보 맵

2. 신규 통계지표 수요
우리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식재산 통계에 추가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주요국의 통계서비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통계지표 수요를 검토한
다.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에서 도출
된 결과와 주요국 통계서비스를 검토한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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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 분쟁․소송과 관련한 상세 정보제공이다. 특허청 보
고서에는 심판청구(출원인 특성, IPC 분류), 처리건수, 인용현황과 특허법원
소제기/처리결과와 판결 건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에 대해 이용자는 청구연도별 처리연도별 심판 종류별 처리 결과 정보, 지식
재산의 부문분류별 심판 및 소송, 승소율 통계, 소송에 따른 권리변경 통계
등에 대한 통계지표 수요가 있었다.
두 번째로 산업분류와 지식재산권 분류를 연계한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다. 산업별 통계와 스마트기업 / 1인 기업 / 소상공인 등 기업특성별 통계,
4차 산업혁명 관련 통계와 지식재산 관련 업종별 매출액 통계 등 경제 분석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용자들은 지식재산의 경제적 효과나 출원 분야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요가 있었다. 산업부문별 통계는 분류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산업별 통계의 경우 지식재산 분류와 산업분류
를 연계하거나 특별한 제약조건이나 가정 하에서 분류하여 제공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 이전 ․ 사업화와 관련한 통계 지표 수요가 있다. 활용
통계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발명자나 개발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지식재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문
별 활용실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길 원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
사업화 등 실태조사는 현재 산업부에서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
R&D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도 정보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통계서비스로 제
공되지 않는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나 관련한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에 유
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앞서 검토된 주요국의 지식재산 연차 보고서와 각 국의 지식재산 통
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을 보면,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해 제공되는 주
요 지표는 각 권리에 대한 출원인 국적 접수 관청별 건수와 이에 덧붙여 부
문분류24) 및 출원인 유형별 통계와 지역과 지역 소득, 인구수 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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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결합한 통계를 제공한다. 심사의 경우 심사청구건수와 심사행정 단계
별 처리기간 및 처리실적에 대한 통계를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이 제공하는 통계정보와 비교하더라도 일부 지표를 제외한 대
부분의 지표가 유사하다. 단, 심사부문에 대한 통계의 경우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다. 우리 특허청의 특성은 출원 연도와 심사신청 연도에 대한 통계
를 제공하는 한편, USPTO와 JPO의 경우 제공하지 않으며, EPO의 경우 고급
사용자만이 통계를 도출 할 수 있다. USPTO의 경우 통계보고서에서는 큰 차
이는 없으나 홈페이지 통계서비스에서 최소 월별 심사와 관련한 Dashboard
를 제공하고 있어 최근 심사 청구 및 처리 동향과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장점이다. 한편, 세부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USPTO의 경우 산업별 통계
를 제공하고 있다. USPTO는 WIPO 기준의 산업별 통계와 OTAF 연계표를 활
용한 산업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에서도 IPC-KSIC 연계표를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선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는 뒤에서 다시 논의한다.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조사와 주요국 통계서비스를 고려할
때 신규지표는 앞서 언급한 (1) 심판에 대한 상세 및 추적 통계, (2) 산업․경
제와 연계한 통계, (3) 국가 R&D 특허성과의 이전․사업화에 대해 통계 개발
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4) 심사 절차와 심사 품
질과 관련한 상세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고, (5) 산업․경제와 지식재산권 통계
를 연계하는 연계표 및 통계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업계 전문가는 국
내외 상위 매출규모 출원인에 대한 특허 분류별 공개, 등록 문헌의 증감에
대한 심층분석 통계와 특허 상표 디자인의 IP 포트폴리오 추세 정보, 특허
분류별 라이선싱, 양수/양도, 실시계약과 관련한 통계로 지식재산권의 활용
활동이 활발한 분야에 대한 통계나 분석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IP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한 통계
와 보상관련 정보, 기술 유형별 혹은 특허 분류별 유지 비율 및 기간 등의
통계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4) 특허의 경우 IPC 분류, WIPO 35 기술 분류별로 구분하며, 디자인은 Locarno 분류(32개 분류), 상표
는 NICE 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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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개선 방안
국내외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와 국내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에서 현재 통계 서비스의 시스템과 통계DB의 확
장에 대한 요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DB
는 국제 표준에 상응하면서 지식재산 정책 담당자와 특허기술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도화 되었지만, 통계 및 계량정보
를 이용한 경제·사회·기술 분석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는 더욱 개선될 필
요가 있다. 지식재산 통계 수요조사에서도 산업부문과 연관된 통계 및 분석
수요가 높았으며, 산업·경제 시장의 동향 및 법제도적 문제 등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의 통계서비스 시스템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통계이용자의 편
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각에서 통계정
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
서는 지식재산 통계분석 수요를 고려하여 산업·경제 정보를 고려한 지식재
산 통계분석으로 범위의 확장을 위한 지식재산분류와 경제·산업분류의 연
계 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재산 통계 DB의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통계정보 이용자에게 다양
한 동향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통계분석보고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제 1 절 이종 정보간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통계 확대 방안
: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체계의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기
존의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특허분석 정보와 경제·사회정보를 기반으로
분석되는 경제 분석 정보를 고려한 연계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 성
장과 지식재산권의 역할, 지역 경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
할 등 이론이나 관념적인 영향력과 역할이 아닌 각 사회에서 실제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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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를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맷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
다. 본 절에서는 지식재산정보를 이용한 경제·사회분야의 연관분석체계, 이
른바 지식재산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연계 방안에 대한 검
토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해외 및 국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대한 사
례를 살펴보고 특허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서비스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1. 빅데이터 분석체계 활용의 예
1. 1. USPTO PatentsView25)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출원인 정보, 기술의 특성 정보, 도면정보 등의 정형
정보와 비정형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빅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PO의 PATSTAT는 가장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서
비스가 될 것이다.26) PATSTAT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
다면, 미국 특허청의 PatentsView는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USPTO
는 PatentsView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내 ｢Inventions that Propel Innovation｣
(혁신을 추진하는 발명품), ｢Where Innovation Happens｣(전세계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곳), ｢Trends in Innovation｣(혁신 동향)이 주제인 분석 정보와 이용
자가 특허정보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다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분류의 발명을 얼마나 했고, 실
시자(혹은 구매자)가 누군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동향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특허의 이전·사업화의 동향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예
컨대 발명가는 자신의 특허를 이용할 사업자를 찾을 수 있고, 또 다음 발명
을 위한 기술관계나 유망 기술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자

25) http://www.patentsview.org/
26) 앞정에서 PATSTAT에 대해 검토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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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원하는 기술을 찾거나, 유망한 사업 분야 등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PatentsView는 특허정
보를 이용해 세계 혁신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a) Inventions that Propel
Innovation

b) Where Innovation Happens

c) Trends in Innovation

출처 : http://www.patentsview.org/

<그림 4-1> PatentsView 제공 화면

혁신을 추진하는 발명품의 경우, 2001년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된 100건에
대해 특허, 발명가, 구매자(특허 이용자) 정보와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특허를 매개체로 지역별 관련 기술별로 발명가와 구매자(특허 이용자)의 관
계 볼 수 있다. 혁신이 일어난 곳에서는 2012년 이후 특허수가 상위 200개
지역 대상으로 지역별로 가장 인용이 많은 특허, 상위 발명가, 상위 구매자
(특허 이용자) 등에 대한 동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혁신동향의 경우 1976
년 이후 지역, 기술 분야별로 혁신 동향 분석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지역별 기술 분류별 발명가와 구매자(특허 이용자)의 분포를 시계열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식재산 정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제
공한다.
앞에서 살펴본 USPTO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와 달리 지식재산 DB의 분석
정보인 PatentsView는 산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발명된 특허와
연관된 산업분야, 구매자(특허 이용자)의 산업 등 정보가 부재하다. 네트워크
에서 특허정보를 통해 발명가나 구매자(특허 이용자)의 정보를 통해 해당 산
업을 추론할 수 있으나 세부 활용 분야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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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와 특허를 이용한 사업자의 특허전략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연관 산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면, 산업별로 주요한 특허 분야의 네
트워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특정 산업에 진입하거나 산업에서 혁신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특허와 관련한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가의 경우에도 자신의 특허를 어떤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발명의 방향뿐만 아니라 이전·사
업화와 고도화 방향 등 발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 네트워크 분석 체계에 지식재산과 산업분류 연계정보 혹은,
특허와 산업분류 연계정보가 연계되는 경우 사업자와 발명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2.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혜안)
혜안은 중앙부터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집, 처리, 분석,
시각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2014년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시범분석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도입기, 2016년 발전기를 거
처 2017년부터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계된 공공정보는 국토
교통부, 기상청, 통계청,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며, 민간 정보로
는 교통카드, 카드/유동인구, WEB/SNS, 전문 사이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정보를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에 입력하여
자료를 수집·저장하고 분석 툴 및 자료제공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
간이 분석수요가 원하는 분석서비스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소셜분석, 테마분석, 전문분석, 공동활용이 있다. 소셜분
석은 키워드분석, 지자체 이슈분석 등을 통한 사회 및 공공행정 관련 현안
및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게 한다. 테마분석은 민원분석 및 위치기반 분석 등 사회현안
과 국민생활관련 신속한 데이터 분석으로 공공행정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
다. 전문분석 서비스는 전문분석 플랫폼, 공통기반 활용모델, 표준분석모델
등을 제공하며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직접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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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현재 시스템 수요 대상가운데 기업 및 국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반면,
혜안의 개별 공공데이터에 속하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DB, 통계청의 통계
데이터,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은 혜안과
정보량 및 공개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지만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개
방하고 있다.

(a)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b) 국토교통부, 국가교통DB

(C)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d)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그림 4-2> 공공기관 빅데이터 자료 공개 예시

1. 3. 공공빅데이터 포털(안)
정부에서 구축된 혜안의 고도화 및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7년 1월 통합데이터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간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재해·재난 등 사회문제나
국가적 이슈와 관련해 최적의 대응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효과적이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의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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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미
국27), 영국28), 싱가포르29) 등 해외에서는 사회문제 등 국가적 이슈와 정부의
공공관리정책 등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되고 있으나 빅데이터간 협력과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공공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빅데이터 센터30)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정부 통합데이터 분석을 통
해 국가 주요 정책결정 지원 및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공공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반 시스템과 업무 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구축된 각 빅데이터 센터를 연계하
고 일관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제·가공한 후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분석 수
요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민간에는 분석전용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체
계를 구상하고 있다.

27) 미국의 유통업체 타겟(Target)은 고객 마케팅팀에서 개발한 통계모형을 이용해 고객의 다음 구매물
품에 대한 예측하였고, 뉴욕시 공원관리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치기 대상 및 시점 등 나
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사고예방 및 행정소요를 절감한 사례가 있으며, 로스 앤젤레스는 전
자 도로 센서 및 교통 카메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통 부문에서 도시를 전산화 하여 도시 주변
의 4,500 개의 교통 신호를 관리하여 교통 혼잡을 약 16 %감소시킴
28) 영국은 의료, 교통, 안전 등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의사결정지원센터(What Works Centre :
WWC)와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re : ADRC)를 운영중임.
29) 싱가포르는 총리실산하에 전문센터(RAHS)를 설치하여 범정부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전 등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분석 추진
30)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 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국민연금공단
의 빅데이터 센터, 교통안전공단의 교통 빅데이터 센터, 한국도로공사의 빅데이터 센터, 한국전력
공사의 전력 빅데이터 센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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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1.18.)
<그림 4-3> 공공 빅데이터 센터 업무 체계도

공공빅데이터 시스템 및 분석 체계는 다음의 <그림 4-4>과 같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기준으로 데이터 제공자와 각 기관의 빅데이터 센터, 이용
자가 연결되며, 원천데이터와 각 기관의 빅데이터 센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데이터 수요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는 체계이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은 국가 데이터에 대한 맵, 저장영역, 분석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반 조
성을 위해 개발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제공되는 혜안이 탑재된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센터가 설립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기관
이나 대기업의 활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반인,
대학의 연구자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민간의 접근성과 정보 공개 정도 등의 문
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혜안은 정부기관을 위한 시스템이므로 이를 포함한
공공빅데이터 센터는 결과적으로 정부 기관을 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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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1.18.)
<그림 4-4> 공공빅데이터 센터 기반 시스템

1. 4. 시사점
현재 제공되고 있는 EPO PATSTAT와 USPTO의 PatentsView는 특허정보에
포함된 정형정보와 비정형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산출을 통한 동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에 활
용된 정보가 특허정보로 한정되며, 다른 사회적 정보나 경제정보가 함께 제
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허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산업동향에 대한 예
를 들어 보자. 자신이 개발한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하려는 출원인은 유사 기
술에 대한 정보를 특허DB 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
만,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경쟁기업이나 시장의 경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별도의 자료 조사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PatentsView의 경우 유사기술
의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경제현황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만약,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는 빅데이터 포털이 있고 빅데이터 분
석 도구가 있다면,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시장 동향, 경쟁현황, 경제적
시장 전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지식재산 활용 전략 수립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

- 120 -

국내의 빅데이터 포털인 혜안과 추진 중인 공공빅데이터 포털의 경우 이
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현재 포함된 정보가 사회문제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이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이외의 공공
기관이나 민간에 제공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식재산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식재산과 타 부문의 연계데이터는 정책입안자와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분석 정보를 기존 보다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지식재
산 빅데이터는 지식재산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립하
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특허기술을 보유한 발명가
에게 보유한 기술을 이전·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효율성
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창업 및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시장의 동
향이나 기술적 경쟁기업 등의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보와 일반적인 기술관련 검색 로그31),
경제 통계 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가 상호 연계되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재산 정보와 기업정보의 경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상호 연계가 가능하지만, 산업·경제통계와의 연계를 위한 지식재산-산업분
류 연계표의 개정·보완에 대한 요구가 높다.
2. 지식재산분류와 산업분류의 연계 32)
지식재산과 산업의 연계는 지식재산의 산업·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 연구 분야이며, 지식재산 분류와 산업분류라는 이종 분류를 연계한다.
IPC와 KSIC의 연계의 필요성은 경제성장의 측면과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필
요한 도구이다. 기술진보의 관점에서 단순히 기술이 개발되는 동향만을 분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술의 수요가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
가 있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의 수요처인 산업과의 연계분석이 필
요하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의 성장은 노동, 자본의 원초적인 생산요
31) 구글은 검색엔진에서 특허 기술 부문 및 특성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특허를 검색할 수 있고,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2) 지식재산연구원(2014, 2015, 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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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증가와 기술진보에 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허활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산
업을 연계할 수 있는 연계표가 필요하다. 특허분류와 산업분류 연계는 연구
자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영역에서 시작되었으나 국가 기관의 영역에서 분
류 연계가 개발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특허청(2012)와 지식재산연구원
(2014)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표준산업분류(KSIC)는 국내 산업 활동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조세 및 산
업정책 분석 등을 목적으로 수집되며, 산업활동분류 및 범위의 유사성에 따
라 유형화 한 것이다. 반면,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문헌에 대한 분류체계
를 통일하여 분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방법이다. 따라서 상호 분류 원칙, 적용 대상과 목적이 상이한 두 분류체
계의 연계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허와 산업분류를 연계는 1960년를 기점으로
초기연구가 진행되어왔고, Schmookler(1966), Scherer(1965a; 1965b) 등의 연
구가 있다. Schmookler의 경우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특허군집의 66% 이상
이 특정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두 분류를 연계하는 방식을 위하
였고, Scherer는 특허를 창출하는 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산업분야와 특허를
연계하였으며, 이후 Griliches, Hall & Jaffe(1982)로 연구가 발전된다. 연계 기
준에 따라 실제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정보의 손실에 대한 문제와 산업활동
의 다양성, 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
다. Scherer(1982a)는 제품과 방식 발명에 대한 잠재적 용도를 고려하여 특허
를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계 체계를 확장하였다.
국가 단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특허분류와 산업분류의 연계표 개발은
미국 특허청이 미국국립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 NSF)을 통해
개발한 OTAF, 캐나다 특허청의 CA SIC-IPC 연계표, NSF의 지원으로 캐나다
연계표를 활용한 YTC, OECD가 YTC를 일반화한 OTC가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하여 개발한 ISI-OST-INPI, FOC 연계표가 있고, 핀란드
통계청의 연계표, 네델란드의 MERIT 연계표가 있다.
OTAF 연계표는 미국 특허분류(U.S. Patent Classification : USPC)와 표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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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SIC)를 연계한 확률표로 1974년에
발표되었다. 미국 특허청의 전문가들이 USPC의 항목별 정의서와 SIC 항목별
정의서를 비교하여 두 분류를 직접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미국
국립 과학재단(NSF)에서 발표했다. 특허분류의 개정과 산업분류 개정을 고려
하여 1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USPC 서브클래스 기준의 분류를 생산물, 장치,
방법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 후 해당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장치를 생산
하는 기업과 기업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연계한다. 생산물과 장치는 제품 혹
은 제품 그룹 즉, 생산물 분야와 연계되므로, 이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두 그
룹에 연계되고, 그 기업의 산업분류와 연계된다. 방법 및 공정관련 특허분류
의 경우 생산물과 장치에 가까운 분류를 검토하여 연결시키고 불명확한 경
우 양쪽에 연계한다. 그 결과 OTAF 연계표는 1개 USPC에 여러 개의 산업분
류가 연계되며, 연계결과 특허건수를 대입하면, 통계상 전체 특허건수와 맞
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1985년 분율가산법(Fractional counting)을
도입하고, 연계시 각 분류에 대한 가중치는 동등한 비율로 특허를 나누어 산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OTAF 연계표는 USPC 서비스클래스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과 기업을 선정하고 그룹과 매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2014)
<그림 4-5> OTAF 연계표의 특허-산업분류간 연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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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특허청의 연계표는 특허데이터베이스인 PATDAT를 구축하면서 개
별 등록특허에 대해 캐나다 특허청의 분류담당자들이 개별 특허에 캐나다
표준산업분류(CA SIC)를 직접 부여하여 작성 연계표로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
례이다. 이 분류정보는 산업분류 정보를 제조 산업(Industry of Manufacture :
IOM)과 사용산업(Sector of Use)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할당했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특허의 투입과 산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특허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진다. 또한 산업에서 지식의 움직임이 정
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연계
를 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예일 대학교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으로 예일 기술 연계표(the
Yale Technology Concordance: YTC)를 개발하였다. YTC는 캐나다 표준산업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50개 산업을 사용하여 캐나다 특허문헌에
부여된 IPC와 산업분류를 확률 연계표를 작성하였다. 각 분류별 확률은 특정
IPC에 해당하는 특허 수 대비 그 IPC와 관련 있는 모든 산업의 산업별 특허
수의 비율로 산출한다.33) YTC는 국제표준산업분류가 아닌 캐나다 표준산업
분류를 활용하여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YTC의 연계표는 다
음의 표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표 4-1> IPC 코드와 캐나다 표준산업분류 연계 및 해당 확률 : IOM의 경우
IPC

기술설명

A01B

농업 또는 임업에 있
어서의 토작업; 농기
구 또는 기구의 부품
세부 또는 부속구 일
반

⋮

⋮

CASIC

SIC 설명

239
1631

농업관련서비스

⋮

3111

⋮

농업 도구 산업

⋮

3999

⋮

기타 제조 제품산업
계

⋮

⋮

IOM
특허건수
확률
3
0.016
1
0.005
⋮

141
⋮

4
182
⋮

⋮

0.758
⋮

0.022
1
⋮

출처 : 특허청(2012)

33) Kortum & Patnam(1997)은 확률을 산출하기 위해 ‘특정 특허가 특정 산업과 연계될 확률은 그 특허
가 속한 기술분야의 함수로 특허기술이 산출된 지역, 국가, 기업 등이나 시기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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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IPC 코드와 캐나다 표준산업분류 연계 및 해당 확률 : SOU의 경우
IPC

기술설명

A01B

농업 또는 임업에 있
어서의 토작업; 농기
구 또는 기구의 부품
세부 또는 부속구 일
반

⋮

⋮

CASIC

SIC 설명

119
130

가축농가
-

⋮

3111

⋮

농업 도구 산업

⋮

9699

⋮

기타 오락 및 휴양 서비스
계

⋮

⋮

SOU
특허건수
확률
1
0.006
29
0.169
⋮

49
⋮

2
172
⋮

⋮

0.285
⋮

0.011
1
⋮

출처 : 특허청(2012)

OECD는 YTC가 다른 국가나 국제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캐나다 표준산업분류 대신 국제표준산업분류로 대체하여 OECD 기술연계표
(2002)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연계확률표는 특허분류와 산업분류가 일대일의
매칭이 되지 않고, 각 국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확률을 도출하는 경우 연계
확률이 OECD의 연계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부문간 가중치를 도입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가중치에 대한 근거나 기술·산업·경제 환
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OTC는 CA
SIC – ISIC rev.3으로 재구성한 연계에서는 항목간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여
작성하였다.
FOS 연계표(2003)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지원으로 독일의 프라운호
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FhG-ISI)와 프랑스의 과학기술통계국(Observatoir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 OST), 영국 서섹스 대학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Science and
Policy Research Unit: SPRU)협력하여 개발하였다. FOS 연계표는 유럽경제활
동분류체계(NACE)와 ISIC를 제조업 중심의 44개 산업분류로 재구성하고, 해
당 산업분야에 관계되는 IPC 서브클래스를 각 산업분류에 연계하였다.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각 산업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특허활동과 분포를 파악하고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연계되는 IPC의 분포로 구성된 연계 행렬표를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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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재산연구원(2014)
<그림 4-6> FOS 연계표의 구조

FOS 연계체계를 이용하여 연계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이 하나 이상의 제
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체에 특허를
연계하게 되어 하나의 IPC에 다수의 SIC가 부여될 수 있다. 한편, 만약 대표
사업체(법인)의 산업분류에 보유한 모든 특허가 연계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
는 산업에 연계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연계 기준에 따라 연계표가 달
라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FOS는 이러한 산업과 기술 분야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허를 여러 산업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을 적용했지만, 분야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기업당 하나의 산업분류를 지정하는 연계표를 작
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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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특허-산업분류 연계 해외 연구 사례
OTAF

YTC

OTC

FOS

기관

미국특허청의
기술평가예측국

미국 NSF 지원으로 예
일대에서 개발

OECD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연구소(독일),
과학기술통계국(프랑스),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영
국)

발표

1974년

1997년

2002년

2003년

특허
분류

USPC 서브클래스
(150,020개)

산업
분류

SIC를 재구성한
41개 생산물분야

CA SIC
(50개 산업분야)

CA SIC→ISICrev3

NACE, ISIC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44개
산업분야(제조업중심)

연계
관계

USPC-SIC (n:n)

IPC-CA SIC (n:n)

IPC-CA SIC-ISICrev3
(SIC와ISIC는1:1)

IPC-ISIC

IPC 섹션, 서브클래스, IPC 섹션,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메인 그룹

IPC 서브클래스

-44개의 산업분야에 관
특허분류담당자가
계되는 IPC 연결
특허문헌에 관련
-각 산업 분류에 속한
연계 특허분류와 산업분류
YTC 사용하여 CA SIC
산업분류를 표기하고,
기업의 특허 활동을 조
방법 정의서에 의존한 매칭
대신 ISIC와 연계
이를 이용해 둘간의
사 후 산업과 기술관점
관계 확률표 생성
의 산업별 특허분포를
파악하여 연계표 작성

⦁하나의 기술분류 항
목이 여러 개의 생산⦁CA SIC 기준으로 작⦁CA SIC를 국제표준⦁제조업만을 대상으로
물 분야에 관계되는 성되어 타국가 산업 산업분류체계 (ISIC) 하고 있음
경우 일부 산업분야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로 대체시키면서 정⦁1기업-1제조업 원칙으
한계
에서 왜곡된 통계결 않음
보 유실이 발생
로 연계표를 작성하여
⦁전문가집단의 주관적⦁전문가집단의 주관적 분류에 따라 연계표구
과 산출
판단이 개입
성이 크게 달라짐
⦁전문가집단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판단이 개입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 인용

특허분류와 산업분류를 연계한 국내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특허정보원에서
개발하고 특허청이 발표한 IPC-KSIC 연계표가 있다. IPC-KSIC 연계표(2008,
2015)의 연계방법은 기본적으로 YTC와 OTC와 같은 형식의 연계 확률표를
작성되었고, 특허정보원이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의
기술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KSIC에서 제조업 중심의 61개 산업을 분류한 후
국내 특허문헌과 둘간의 확률표를 생성하여 연계표를 작성하였다. KSIC의 정
의서를 분석하여 해당산업의 특성을 표현하는 정의 문서를 추출한 후 특허
검색시스템(KIPRIS)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특허그룹을 추출하고 자동문서분류
(Automatic Text Classification)을 사용하여 KSIC에 대응하는 IPC를 추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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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특허정보원은 2013년에 IPC-KSIC(2008)에서 추출된 산업에 대한 낮은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어 분류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색식의 정교화와
결과 검증을 강화하여 적합도를 개선한 IPC-KSIC 연계표를 개발하고 2015년
발표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61개로 재구성된 산업분류가 중분류에서 세분류
까지 다른 계층의 산업을 동일한 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포함되지 않는
산업과 관련한 특허에 대한 정보가 유실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연계표는 확률표로 개발되었지만, 공개된 연계표는 확률 정보가 포함되지 않
은 일대다의 연계표로 활용에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0a, 2010b)는 산업간 지식재산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 산업연관표(I-O table)와 IPC를 연계하였다. 미국의 OTAF 연계
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산업연관표 분류 403분류와 IPC
분류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연계를 실시
한 후 KSIC와 다시 연계하는 작업을 거쳤다. OTAF와 같이 하나의 특허에 여
러 산업이 복수로 가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청구항수 등을 이용
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결과를 보정하였다. IPC-IO-KSIC 연계 방법은 전문가
의 주관에 따른 분류 및 확률 부여 등이 신뢰성과 분류체계의 변경에 따른
개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연구원(2014)는 특허문헌에 포함된 출원인명과 법인번호를 기반으
로 기업정보(NICE 기업정보)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KIIP IPC-KSIC 연계확률표
(2014)를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 출원된 특허는 출원인(기업)이 속한 산업에
활용한다고 가정한다. 접근 방법은 FOC 방법과 유사하지만, 전문가의 판단
이 고려되지 않는 정보간 연결과 분석을 통해 작성되며, 특허분류나 산업분
류 개정에 대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고 디자인이나 상표 분야에도 활용성
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전 산업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계표보다 폭넓은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업 법인 정보에서
주요 산업분류나 활동분야가 변경되는 경우 시계열상 분류가 변할 수 있으
며, 개인발명가와 정부공공기관의 발명의 경우 실시한 기업을 확인할 수 없
어 기본적인 연계 가정에 위배되는 분야가 있다. 한편, 기업 법인의 산업분
류에 모든 특허가 연계되기 때문에 특허의 실제 이용 산업을 특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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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적이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사업체가 대부분 사업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계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2014)
<그림 4-7> KIIP IPC-KSIC 연계확률표 개념도

지식재산연구원(2015)는 지식재산연구원(2014)의 기업 법인정보 변경에 따
른 산업분류 조정이나 특허의 승계, 이전 등에 따른 연계 체계의 변경 문제
와 개인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에 대한 분류를 특정할 수 없는 미
스매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OTAF와
YTC를 개념을 활용하되 전체 산업에 대한 연계확률표를 작성하였다. KIIP
IPC-KSIC(2015)는 IPC 분류별로 랜덤샘플링(random sampling)을 통해 유효표
본(12,000개)을 추출하고 특허분류 전문가 집단이 추출된 특허문서를 분석하
고 KSIC정의서를 검토하여 IKSIC에 IPC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확
률은 전문가들이 할당한 특허의 IPC가 해당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도출하였다. 연계표는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효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도 있
으며,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편의(bios)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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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재산연구원(2015)
<그림 4-8> KIIP IPC-KSIC 연계표(2015)의 프로세스

KIIP IPC-KSIC 연계확률표(2017)는 기본적으로는 FOS 박식과 지식재산연구
원(2014)의 방법을 따르지만, 법인의 세부 사업정보와 특허 활용 분야가 상이
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정보(NICE기업정보)가 아닌 ‘전국 사업체 조
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의 산업에서 해
당 특허를 활용한다’라는 기본 가정은 동일하지만, 기업체는 사업체의 집합
으로 구성되므로, 대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활용하는 특허가 모두 본
사 법인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특허가
법인 뿐만 아니라 소유한 사업체에 연계될 수 있어 실제 사용하는 산업분야
에 대한 매칭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체 조사의 기
업 일반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특허정보나 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법인의 사업범위가 넓을수록, 보유한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넓을수록 확률분포를 넓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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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특허-산업분류 연계 국내 연구 사례
특허정보원
‘08
’13 &‘14
2008년
2015년

지식재산연구원
‘14
’15
2014년
2015년

‘10
’17
발표
2010년
2017
특허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IPC 서브클래스
분류
2005년 산업연관
산업
KSIC 9차 ,
표 403개 기본부
KSIC 9차
분류
61개의 산업으로 재구성
문(제조업 한정)
IPC-KSIC
IPC-KSIC
연계
IPC-IO
확률표
확률표
관계
(1:n)
(1:n)
(n:n)
‘13년도는 KIPRIS
유효한 특허표분 ‘14년 방법을 연
를 활용하여 한
NICE DB상 기업 수를 정하고, IPC 장하여 NICE DB
자동문서분류
국표준산업분류 특허분류의 정의 이 가지는 대표 별 랜덤 샘플링 가 아닌 통계청
(text -mining)으로
정의서에 수록된 와 산업연관표의 KSIC분류를 활용 을 통해 유효표 사업체조사정보
개별 허문서들의
각 산업분야와 산업 정의를 참 하여 해당 기업 본을 추출하여, 를 활용하여 특
연계 키워드 벡터 유
적합한 IPC 추출 고하여 전문가집 에서 산출하는 추출된 특허명세 허가 법인 뿐만
방법 사도를 기준으로
‘14년도는 ’13년 단(특허청 심사 특허는 기업이 서 상의 내용을 아니라 소속 사
KSIC분류 부여
도 결과의 품질 관)이 특허분류별 속한 산업에 포 통해 특허분류 업장에까지 연계
후, 산업별 IPC
향상 및 신뢰성 관련 산업 선정 함된 특허로 매 전문가들이 가장 하여 실제 사용
확률을 도출
높이는 작업(검색
칭
밀접한 산업분류 처와의 연계확률
식 품질 개선)
코드를 할당
제고
⦁Training data의
⦁연계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고려해야 할
연계결과의 분
산업 분류별
주관적 판단이 오류(미스매치)
⦁유효표분으로 포가 과대하는
키워드 구축
보정작업 미비
개입
⦁한국표준산업
추출된 특허가 미스매칭 존재
과정에서 전문
⦁서비스업 관련 (예시: 여러 산
분류 정의서를
해당 IPC를 대 ⦁통계적 유의성
가집단의 주관
IPC의 부재(제 업에 걸쳐있는
기반으로 작성
표하는 특허가 을 고려해 매
한계 적 판단개입
조업으로 한정) 기관( 대기업,
한 검색식의
아닐 수 있음
칭 확률을 정
⦁제조업에 한정
⦁IO-KSIC연계표 대학, 출연연
정교화 작업이
⦁전문가 집단의 리할 필요
⦁동일한 방식으
( 한국은행) 와 등)의 경우 대
미진
주관적 판단이 ⦁기초자료의 확
로 상표, 디자
연계하는 과정 표산업 외의
인이 불가하여
개입
인의 연계표
에서 정보 유 산업분야에 대
향후 개선/보완
작성 및 적용
실이 발생
한 고려가 미
이 어려움
이 어려움
비)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2017)

2. 특허분류와 산업분류 연계의 개선 방향
특허정보와 산업분류 정보는 분류 기준과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계분
석을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며, 하나의 특허 기술이 하나의 제품 및 산업분류
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연계 확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검토된 특허분류
와 산업분류를 연계 방법은 특허 분류를 기준으로 (1) 특허분류 전문가가 산
업분류 정의서를 분석하여 특허 분류와 매칭하는 방법, (2) 특허분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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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분류 정의서를 분석하고 매개 키워드 문서 정리 후 기계적인 자동문
서분류 방법으로 매칭하는 방법, (3)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특허를 보유한 기
업의 산업분류와 보유한 특허의 특허분류를 연계하고 산업내 개별 특허분류
의 비중을 활용한 확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방법별로 한계점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
해 노력이 진행되공 있다. OTAF, YTC, 특허청(2008), 지식재산 연구원(2015)
와 같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경우 특허분류가 활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
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의 신뢰성에 대
한 검증방법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FOS, 지식재산연구원(2014, 2017)과 같
이 기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연계표의 개전의 신속성은 담보되지만, 기업
정보의 수집에 대한 비용 및 노력에 대한 문제점과 특허와 기업의 사업구조
가 고려되기 어렵고 기업의 산업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연계표의 연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연구원(2017)에서는 IPC-KSIC 연계표에 대한 연계 방법별로 한계
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두 가지 개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특허 실시자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분류
와 연계하는 방법이다. 지식재산연구원(2017)에는 실시정보에 대한 수집이 제
한적임을 인식하여 제언 수준에서 언급하였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조금더 자
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한 가지는 기존에 연구된 두 가지 연계방법
즉, 특허전문가 활용한 연계표, 법인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산업분류와 특허
분류를 연계하는 방법과 함께, 산업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허분류 정의서
와 산업분류 정의서를 비교하여 관련한 산업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관련 기
술에 대한 연계표를 작성한 후 이 세 개의 연계표를 연결한 연계확률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산업전문가를 이용
한다는 것은 산업·경제의 분류의 구조와 생산 제품에 대한 구조를 인식하
고 있다는 것으로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기술관리 담당자나 관련분야 연구자
가 전문가 집단이 될 것이다. 특허분류 전문가는 기술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특정 기술이 산업별 세부 활동에 필요할 것이라고 접근한 반면 산업분야 전
문가는 내가 종사하는 산업에 저런 기술이 필요하고 활용될 것이라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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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요와 공급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
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매칭한 분류표의 경우 두 접근 방법으로 도출된 연
계표의 확률적 문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안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세 가지 접근에 따른 연계 결과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 연
계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출처 : 지식재산연구원(2017)
<표 4-5> IPC-KSIC 연계확률표 고도화 안

앞서 언급한 특허 실시정보를 활용 방법에 대한 세부 방법론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특허 출원인은 공급자이며,
기업은 특허를 실시하는 수요자이기 때문에 실시자의 기업정보(산업분류)와
실시하는 특허정보(특허분류)를 연결하고 각 분류에 대한 확률을 도출하면
연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개인과 연구개발업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산업분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정보에서 개인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에 대한 전용 및 통상실
시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자에 대한 사업자(법인)명과 사업자번호(법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계 방법의 기본적으로 ‘개인과 공공연구기관은 타인에게 자신의 특
허를 실시하기 위해 발명하여 보유하며, 기업은 자신이 활용하기 위해 특허
를 발명·보유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실시정보가 없는 특허라면, 개인의
특허는 활용되지 않는 특허이거나 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특허로 간주하
고 IPC분류가 동일한 다른 특허의 확률로 KSIC와 연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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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정보가 없는 기업 특허의 경우는 자신이나 자신이 보유한 사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법인의 산업분류에 포함시킨다.
연계방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특허를 개인,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
소와 기업으로 출원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출원인 유형별로 특허의 실시 여
부와 실시정보를 확인하여, IPC, 출원인명, 법인번호, 실시여부, 실시자 정보
(법인번호 등)의 데이터를 작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업정보(법인명, 법인
번호와 할당된 KSIC) 정보를 수집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작성한 특허 데이터
의 실시자 정보와 기업 정보를 연계하여 1차 IPC-KSIC 연계건수표를 작성한
다.(1차 연계를 통해 많은 개인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가 KSIC와 매칭될 것
으로 가정하자.) 전체 특허에서 1차 연계된 특허들을 제외하고 남은 특허에
대해 법인 기업의 경우는 자신의 특허를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IPC와 법인의 산업분류로 2차 연계하면34), 앞서 언급한 실시되지 않은 특허
혹은 활용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특허만이 남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1차 연
계된 특허-KSIC 연계건수표와 2차 연계건수표를 결합한다. 각 IPC와 산업분
류별로 각각의 특허건수가 정해지고, 이들을 IPC 기준 혹은 KSIC 기준으로
각각의 비율을 계산하면, 1차 IPC-KSIC 연계 확률표가 작성되고, 앞서 구분
한 연계가 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 IPC별로 연계표의 각 IPC의 KSIC 연계확
률을 적용하며 배분하면, 최종적인 IPC-KSIC 연계확률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림 4-9> 실시자 정보를 이용한 IPC-KSIC 연계확률표 개발 개요(안)

34) 지식재산연구원(2014), FOC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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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되어 있는 특허정보를 활하여 실시자 정보를 이용한 특허-산업
분류 연계표의 예시를 들어보자.35) 특허DB에서 특정 기간내 등록된 특허정
보와 허여정보와 실시 정보를 도출하고, 여기에 기업정보 등에서 수집한 허
여자와 실시권자의 산업분류를 포함한 연계확률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를 만
든다. 이 정보를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연계확률표를
도출할 수 있다. 비교를 위해 기존의 기업 DB만을 이용하여 작성된 연계표
를 함께 살펴본다.

구분
B23K
B32B
C04B
C07C
C07D
C22B
E01C
E01D
E02D
G05F

C20

C21

C23

C24
0.5

C28

C29

C31
0.5

F41

0.5

F42

G46

G47

0.5
0.5

0.5

0.5

0.5
1.0
1.0

1.0
0.2

1.0
0.8

0.3

0.7

총합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표 4-6> 실시자 정보를 포함한 연계확률표

C20
B23K
B32B
C04B
C22B
E02D
G05F

C23

C28

C29

C31

F42

G47

총합계

1
1
1
1
1
0.5

0.5

1
1
1
1
1
1

<표 4-7> 출원기업 산업분류만을 이용한 연계 확률표

이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방법들을 조금씩 활용하면서 특허의 실시자 정
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IPC를 부여 받은 특허가 특정 산업에서 활용될
확률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되었던 특허전문가의 견해가 실제 이전·거래 정
보를 통해 보완될 수 있고, 기업법인에 집중되는 문제와, 개인과 연구개발업
에서 창출된 특허가 연계확률표 작성에 포함되지 않던 점 등 정보의 유실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식재산연구원(2014)의 한계로 지적된 출원

35) [부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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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 가운데 기업 법인에 집중되는 문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
며, 각 특허 권리자의 실시 전략과 시간에 따라 변화된 정보를 반영하여 연
계표에 대한 개정 및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KSIC 분류 정보가 아닌
재화 및 서비스 분류(Korea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 KCPC)36)와 연계
하는 방법이다. IPC-KSIC를 연계하는 경우 전문가 혹은 해당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KSIC를 활용하였지만, 특별한 연계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추정
에 따른 확률이다. 반면, IPC-KCPC를 연계하는 것은 IPC 분류에서 정의하는
특허의 분류는 특정 사물 혹은 사물과 관련된 방법이다. 이 특정 사물은 대
부분 생산물이기 때문에 생산물과 생산물을 연계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
이다.
KCPC는 전체 2,924개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HS(2012),
KSIC(2008)와 연계되어 있으며 무역상품코드 변경(2017)과 10차 표준산업분류
개정(2017)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연계의 개요는
특허 분류 정의서에 명시된 기술의 대상 상품 혹은 물질을 활용하는 방법으
로 KCPC의 재화 및 서비스 분류와 1차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KCPC는 KSIC
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PC-KCPC-KSIC 연계표를 작성할 수
있다.
특허분류 정의서는 기술의 적용 대상 품목과 사물과 관련한 기술적 방법
및 행위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IPC분류 코드 A21B를 보면, A섹션
(생활필수품 농업)의 A21(제빵;반죽 제조 도는 가공의 기계 혹은 설비 ; 제빵
용 반죽)과 관련한 서브 클래스 기준의 정의는 제빵용 오븐(Oven); 제빵용
기계 또는 장치(가정용 제빵장치 A47J 37/00; 연소장치 F23; 가정용 스토브
(stove)또는 레인지(range)로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오븐인 것 F24B,

36) 한국재화 및 서비스 분류(KCPC)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부문 통계 분류 가운데 하나이다.
KCPC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산될 수 잇는 모든 산출물(이동재, 비이동재, 서비스)를 분류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 등과 같은 비생산 자산과 특허, 허가, 상표, 복제권 등 무형자산도 포함되
어 있다. 분류기준으로는 산출물의 성질과 산업원천(경제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으
며, 산출물의 성질로는 재화의 원재료, 생산(조립)단계, 재화의 생산방법이나 투여된 서비스, 산출
물의 생산목적, 용도, 기능, 판매대상(수요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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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4C)이다. 즉, A21B와 관련한 특허는 제빵용 오븐 가운데 가열 방식이나 기
능, 외형, 설비 등과 관련한 세부 기술이 포함되며, 이는 제빵용 오븐 제조와
관련한 기술이다. A21B에 해당하는 특허와 연계되는 제품은 KCPC의 43430
(비전기식 제방 오븐의 부분품), 44515(비전기식 제빵 오븐; 뜨거운 음료 제
조나 요리 도는 식품가열용 기계, 가정용 기계 제외), 44824(오븐; 조리기, 조
리판, 보일링 링, 그릴러와 로우스터), 88765(오븐, 로, 로버너 제조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다. 한편 특허 분류 가운데, 방법 및 처리 기술 등의 경우를 살
펴보자 C01B 3/00(수소; 수소를 함유하는 혼합 기체; 수소를 함유하는 혼합물
로부터의 그의 분리; 수소의 정제)는 화학·야금의 무기화학-비금속 원소;그
화합물로 방법 및 처리 관련 특허분류이다. 정의서의 명칭에서 화학 혼물로
부터의 정제, 혼합기체 등의 상품을 보면 KCPC에서 34210(수소, 질소, 이산
화탄소, 및 희귀가스), 34550(화학적 변성을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도는 엘
라이딘화한 것은 제외);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
는 조제품)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0> KCPC를 이용한 IPC-KSIC 연계확률표 개발 개요(안)

연계 방법은 1단계로, 특허분류 전문가가 IPC의 서브클래스 혹은 서브그룹
에 대한 특허기술의 대상, 목적 등을 분류한 검색정의서를 작성하고, 2단계
로 검색 정의서를 이용하여 KCPC분류에서 관련된 분류를 검색하여 추출한
다. 2단계에서 추출된 KCPC 분류는 문서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추출하기 때
문에 2차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KCPC 분류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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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연계된 IPC-KCPC를 KSIC와
분류명에 대한 연계를 실행하고, IPC-KCPC, IPC-KSIC의 연계를 도출한다. 4
단계에서는 전체 분류가 일대일 매칭이 아닌 다대다 매칭일 가능성이 높으
므로 연계 확률 추정하고 적용한다. 모든 특허 분류가 KCPC와 연계되지 않
을 수 있으며, KCPC가 재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IPC 분류 가운데 KCPC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IPC에 대해
기존에 개발된 연계표를 활용하고 연계 대상이 되는 산업분류에 포함하여
연계확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이종 분류간 통계를 연계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 가운
데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주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OTAF, YTC, OTC, 특허청(2013)의 한계를 완화하는 방법이며, FOS, 지식재산
연구원(2014)의 방법에서 발생한 통계매칭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KCPC는 무역상품분류(HS)와 연계되어 있어 지식재산 무역수지와 관련
한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고, 국제적인 분류에 활용하는 것에도 용이할 것이
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의 주관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KCPC가 최신의 KSIC와 HS코드와 연계되어 있지 못한 시차적인 문제와 확률
산출에 있어서 기준 시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3.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종 분류간의 연계는 분류의 목적과 적용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연계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OTAF, YTC,
특허청(2013)의 방법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시자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
법, KCPC와 연계하는 방법의 경우 어떤 산업이 어떤 특허를 수요하고, 특허
가 그 산업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정보를 제
공한다. 반면, FOC, 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계방법의 경우 출원인의 산업
에서 자신의 특허를 사용한다는 가정을 제외하면, 어떤 산업에서 지식재산을
많이 창출하는가의 연계확률표이다. 한편, 출원인의 법인정보만을 이용하여
추출된 통계는 기업의 창출활동에 대한 통계로 지식재산 창출활동 측면의
통계정보이다. 지식재산 연계통계에서 전자의 경우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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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경제 분석이나 지식재산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활용성이 높고, 후자
는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의 통계로 과학기술투자나 지식재산 투자지원 정책
과 관련해 필요한 통계로 판단된다. 경제통계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현황을
담고 있는 광업·제조업 조사는 산업기준, 기업체기준, 품목기준의 통계를
제공한다. 각 통계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보이용자
에게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통계가 출원 기업
의 산업분류별 동향정보와 산업별 활용 동향정보에 대해 제공될 필요가 있
고, 이러한 동향정보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자에 필요한 기초정보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분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계정보와 연계통계가 작성되면, 특허정보의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을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 체계가 구축되어 이를 통한 특허 활동의 동향 분
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특허활동 및 산업별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동에 대
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연계표의 개발은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고도화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USPTO의 PatentsView 서비스의 데이터
연계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고, 더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
능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tentsView에 경제·산업 연계정
보를 추가하는 경우 발명가-특허-구매자(특허 이용자)-관련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특허DB의 기준으로 살펴 볼 때 PatentsView의 정보는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며, 다년간 연구되어온 IPC-KSIC연계표 등을 바
탕으로 경제·산업 부문 통계를 연계한다면 PatentsView나 PATSTAT와는 다
른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다양한 분야의 연
구자의 연구수요를 유인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혜안 및 국가 공공 빅데이터 포털과 함께 연계되는 경우에도 각 정
부부처와 지자체에서 민원과 사회적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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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여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핵심 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서는 주요 핵심 기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개발과 지식재
산 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 활동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다양한 분석 정
보와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경제적 활동, 국가의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정보와 산업·경제정보의 연계정보는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민간과 공공의 노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제적
성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
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정보와 경제·산업통계 및 기업정보를 연계한 통계DB는
두 가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는 공급자인 특
허출원인이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산업과의 연계통계 정보이며, 다른
한 가지는 특허 수요자인 출원인과 실시자(기업)를 고려한 연계확률표를 이
용한 가공통계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 출원 동향 및 특허활동 동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지식재산의 활용 동향 및 경제·산업분야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지식재산 통계 DB 고도화 방안
지식재산 통계정보는 발명자, 기업,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지식재산 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중요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 관련 기관에 기술진보에 대한 지표와 통계를 제공한다.
특히, 국가 성장에 있어 기술진보는 중요한 지표로, WIPO 등의 국제기구에
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경제·자연과학·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
회가 성장하는 주요 지표로써 혁신과 진보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지
표를 제공하는 해외 서비스에서 대해서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이미 다루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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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절에서는 통계DB와 관련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
특허청의 통계 DB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PATSTAT DB
PATSTAT는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 검색
및 통계서비스로 EP 지역내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PATSTAT EP와 전세계 특
허청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PATSTAT Global을 제공한다. PATSTAT는
유럽 특허청과 전 세계에 출원·등록된 특허의 공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총량적으로 국제 출원건수와 동일하지 않지만, 글로벌 동향 및 기술 분야
별 특성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동향 및 특성 분석에
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PATSTAT는 두 가지 기준으로 벌크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나는 PATSTAT
register이고, 다른 하나는 PATSTAT Biblio and Legal Status 자료이다.
PATSTAT register는 EPO에 접수된 특허와 공개된 출원 정보를 제공한다.
PATSTAT Biblio and Legal Status 는 세계 각 지역의 특허청과 특허 접수
관청으로부터 수집된 서지정보(Bibliographic information)와 법적 상태정보
(Legal Status)와 PATSTAT register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PATSTAT register는 EP에 직접 출원한 것과 PCT로 EPO에 출원된 건수
를 제공하며, 일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XML ST.36 형식으로 추출된 후
PATSTAT register 형식으로 변환된다. 아래 그림은 PATSTAT의 데이터 베
이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출원과
관련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정보, IPC 정보, 권리자, 등록 등 다양한 정보
테이블(Table)과 연동이 되어있다. PATSTAT register는 전체 26개의 table로
구성되어 있고, 각 테이블은 할당된 ID를 기준으로 모두 연결 되어 있다. 이
것은 각 데이터 테이블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가진 DB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자료 처리시 부
하를 감소할 수 있고 관리와 정보 분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데이터는 모
두 csv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변수에 대한 구분자는 ‘;’으로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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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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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For EP-direct or EURO-PCT applications (which have APPLN_ID > 0) the cardinality is
1..*, i.e. every EP-direct or EURO-PCT application has at least one title and at least
one list of designated states
<그림 2-11> PATSTAT register의 data 구조도

한편, PATSTAT Biblio and Legal Status의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포함된
data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PASTAT Biblo와 INPADOC EPO의 세계
법적 상태 데이터에서 PATSTAT Legal Status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PASTAT Register의 EP 특허 정보를 포함한다. DOCDB EPO의 서지정보와
INPADOC EPO 법적 정보를 1월과 7월에 추출하여 제공한다. 전체 27개의
data table로 구성되며, TLS201_APPLN의 APPLN_ID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
보가 연계되며, 일부 tabe의 경우에도 다른 인자를 통해 연계되어 있다.
‘Family citations’의 경우 DOCDB_FAMILY_ID로 TLS201_APPLN과 연결되
고, ‘Publications, citations’의 경우 APPLN_ID로 주 table와 연결되지만, 관
련 table의 경우 APT_PUBLN_ID로 연결되어 있다. 출원인과 발명가 정보와
관련하여

‘PERS_APPLN은

APPLN_ID로

연결되지만,

관련

정보는

PERSON_ID로 연결된다. 출원인과 발명가 정보는 공개 및 인용 정보와 연계
되는데, PAT_PUBLN_ID로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지정보와 법정상태
정보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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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0..1 cardinality.
* cardinality 0 … n
PK This attribute is (part of) the Primary Key
FKn This attribute is (part of) a Foreign Key FK
밑줄은 기본 키를 의미함.
<그림 2-12> PATSTAT PATSTAT Biblio and Legal Status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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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STAT EP의 경우 전체 26개의 테이블에 총 113개 필드로 구성된다. 필
드에 지정된 문자 및 숫자의 총 캐릭터 수는 8,508이다. 테이블별로 연결하
는 기본 키와 중복되는 필드의 수를 모두 합하면 전체 26개 테이블에 205의
필드가 별도로 지정된 ID와 키 값으로 연결되며, 입력된 문자 및 숫자의 캐
릭터 수는 10,612이다. PATSTAT Global의 경우 전체 28개의 테이블에 총
189개 필드로 구성된다. 필드에 지정된 문자 및 숫자의 총 캐릭터 수는
43,677이다. 테이블별로 연결하는 기본 키와 중복되는 필드의 수를 모두 합
하면 전체 28개 테이블에 220의 필드가 별도로 지정된 ID와 키 값으로 연결
되며, 입력된 문자 및 숫자의 캐릭터 수는 43,907이다.37)
PATSTAT Global DB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필드는 출원 요약서
(TLS203, 캐릭터12,011)이며, 3개 필드 출원번호와 요약서 언어, 요약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 출원명(TLS202, 3011), 비특허문헌 서지(TLS214, 7947),
출원인/방명인(TLS206, 3098), 인명데이터 상세(TLS226, 6273), 법적이벤트정
보(TLS231, 9225)의 경우 문자 정보와 다양한 비정형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인 숫자와 분류코드로 되어 있는 경우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DB의 속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테이블이 구성된
다. 따라서, DB의 테이블은 서지 정보에서 출원 정보를 기준으로 공보, 패밀
리정보, 우선권 주장, 특허분류, 인용, 법적상태, 출원인/발명자 정보로 크게
구분하며, 이들 테이블간 효율성을 고려해 세부부문을 나누어 활용도가 낮은
정보나 규모가 큰 문자 정보들로 구성된 별도의 테이블이 구성된다.
PATSTAT DB는 PATSTAT 이용 신청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온라인으로 통
계추출 및 분석하는 서비스와 DB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 서비스는 ID를 기준으로 출원, 등록, 심사, 심판과 관련된 다양
한 정보를 수치화 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원인 국적별 출
원 경로별 기술 유형별 특허 출원건수를 도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출원 테이블에서 출원번호의 수를 계산하되, 출원번호를 통해 TLS206&209의
출원인의 국적, TLS201에서 국제출원 ID의 여부, TLS230에서 WIPO35 기술분
류 번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추출한다.
37)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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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STAT DB는 공개 특허정보에서 정형정보를 중심으로 구축된 DB이므로
PATSTAT DB를 이용하여 통계를 추출하는 경우 특허기관에서 제공하는 특
허통계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건수를 추출하는 경우 WIPO IP 통계 센터의 추출 결과와
PATSTAT DB에서 추출한 결과는 비공개 특허 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PATSTAT DB는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필요한 미시적 통계분석을 위한 정보
를 제공하며, 국가 혹은 전 세계 특허 및 부분별 특허에 대한 총량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특허정보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위한
공개DB이며, 특허분류, 기술 분류 등 다양한 분야별 정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계를 생성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형·비
정형 데이터인 특허정보를 정형데이터 중심으로 추출 정리하여 제공하는 DB
로 비정형 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비정형 정보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여
각 필드의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2. WIPO IP 통계 센터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활동에 대한 WIPO
통계 데이터에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며, 지식재산 활동
통계를 위해 구축된 DB이다. 전세계 국가와 WIPO IP 사무소에서 수집한 데
이터와 국제출원 데이터 PATSTAT DB에서 추출한 정보를 포함하며, 수집된
원시자료(raw data)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경제지표와 관련해
서는 UN 및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한 지표를 제공한다. WIPO
IP 데이터는 EPO PATSTAT와 같이 개별 특허나 특허의 특성과 관련한 통계
서비스를 목적에 두지 않고 국가별 부문별 총량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DB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아 DB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활용되는 데이터의 소스와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WIPO IP 통계 DB는 특허, 실용신
안, 상표, 디자인, PCT, Madrid, Hague에 대해 주요한 지표 목록을 정리고 관
련한 DB를 구축한 후 각 분류에 대해 통계이용자가 선택한 범주의 통계를

- 146 -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PATSTAT DB 서비스가 특허 서지로부터 상향으로 검
색식에 포함된 인자를 포함하여 통계를 추출하는 상향식 통계작성 방식이라
면, WIPO IP 통계 데이터 센터는 수집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포털과
같은 역할을 한다. WIPO IP 통계 센터는 우리나라의 KOSIS와 같이 작성된
통계DB에서 이용자가 설정한 범주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WIPO IP 통계 DB는 PATSTAT의 특허 요약문 및 상세 주소 등과 같은 비
정형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아 전체 통계의 부담을 최소화한 장점이 있으나,
제공되는 통계의 범주 이외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고 제공하는 통계에 대한
전체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계 추출의 자유도는 PATSTAT
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별, 분류
별 지식재산 총량 정보를 제공하여 통계를 수집하는 시간 및 비용적 측면의
효율성이 높고 각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부문과 WIPO를 통한 국제
출원 프로그램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지식재산 분류 및 부문별 충분한 자
료를 제공한다.
3. 특허청 특허넷 38)
특허넷은 특허 출원부터 심판 업무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과정을 전산화한
특허 행정 정보화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특허 출원부터 시작하는 모든 특허
행정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시스템 구축 및 특허행정 전자정부를 완성하고 2003년에는 일괄처리(Batch
Processing) 방식에서 실시간 처리(Real-Time Processing) 방식으로 개편한 특
허넷Ⅱ 개발이 시작되어 2005년 완성되면서 상시 전자출원 및 재택심사서비
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세계 최초로 PCT 출원을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었다. 또한 특허넷은 특허행정업무의 자동화 및 특허정보 무료검색
서비스(KIPRIS)를 제공하여 민원 및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켰다.39)

38) 특허넷의 대부분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특허청 블로그와 특허청(2012)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조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 등 특허청 담당자 및 정보원 등 전문가의 조언으로 검토함
39) 특허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kipoworl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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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그림 4-13> 특허넷 시스템 구조

특허넷은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외부 연결서비스와 특허
의 출원접수, 심사, 등록, 심판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정보 및 특허청의 정
책과 관련한 업무를 저장하고 지원하는 내부 DB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특
허 행정정보와 공보를 활용하여 도출 가능한 산업재산권 활동에 대한 통계
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넷은 특허청의 특허행정과 관련하여 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국제 출원과 관련된 출원인 개인정보와 도면을 포함한 서지정보, 심사와 관
련한 참고자료, 행정정보, 분쟁관련 정보 및 처분정보, 출원·등록·갱신비용
등과 다양한 행정과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공개 가능한 정
보를 추출·변환·정리하여 국내외 기관 및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 통
계 DB는 전체 특허넷에서 출원, 심사, 등록, 심판 통계 정보로 구성된 DB에
해외 통계 DB인 PATSTAT를 연계하여 구축되며, 각 부문별 테이블은 출원
번호로 연계된다. 특허행정 DB는 보안의 문제로 특허청에서만 운영되며, 외
부에 공개되는 공보 및 통계 DB는 특허청 내부 DB에서 추출되어 별도로 구
축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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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특허 통계 생산 / 보급 체계

외부에 공개되는 특허 통계 DB는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허정보에서

출원·심사·등록·심판과

관련한

건수가

권리

유형

및 특성, 출원인 국적, 지역, 및 유형, 특허분류(IPC), WIPO 기술분류, 출원경
로, 기관유형별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특허 통계 DB에 포함되는 요소는 출원
번호, 발명가의 성별/국적별/지역별 정보와 권리화 단계별 정보와 처리건수
등이 포함된다. 특허 DB에서 추출된 통계 정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PRIS Plus를 통해서 특허정보를 활용한 분석정보 및 통계정보와 공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통계연보 및 통계 월보와 특허청 홈페이지와
IPSS(지식재산 통계)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3. 특허통계DB의 고도화 방향
특허청(2012)는 기존 지식재산 통계 DB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계 DB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통계 DB
에 대해 (1) 지역별, 산업기술 분야별, 산업단지별, 등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
하지 못함 (2) 행정업무 중심의 DB가 구축 운영되어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을 위한 체계 부족, (3) 지식재산 통계 생산을 위한 DB의 설계 및 관리,
품질 강화, DB 운영 제공정보의 메타데이터 구축 등 통계 DB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체계 구축 검토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허 DB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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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데이터를 위주로 생산되어 운영되며,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운영관리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관리,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정비가
특별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우 통계
정보가 시간적 특성을 가지지 못하며, 통계생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통계정
보 산출의 신뢰성,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1) 활용을 위한 분야별 마트의 구성, (2) 자료의 메타관
리 및 표준화 기반 마련 (3) 다양한 분류코드 및 타 특허 통계와 연계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앞서 PATSTAT와 WIPO IP 통계 DB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 DB의
고도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집계된 통계지표를 제공할
것인가? 검색을 통한 통계지표를 생성할 것인가?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할 것
인가와 같은 제공 방식이다. 둘째, 집계된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
기준은 무엇이며? 검색을 통해 생성하는 경우 제공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이다. 셋째, 통계 DB의 효율성, 확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통계 제공의 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특허청은 현재 특허청 홈페
이지와 IPSS를 통해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초통계에서 통계이용
자의 통계범위나 구성의 선택의 자유도가 WIPO IP 통계 서비스 보다 낮다는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기초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DB라기 보다는 단순히
보고서를 모아놓은 자료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의 구성과 통계 검
색 기능 및 구성설정 등 이용자의 자유도를 증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IPSS나 특허청 홈페이지의 기초통계 제공 시
스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지식재산 통계소비자의 통계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이 고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현재까지 제공하는 통계서비스에 대한 DB는 유지하면서 이에 붙여서
KOSIS나 WIPO IP통계 DB, PATSTA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이 지식재산
권의 특성과 범위를 선택하는 시스템과 이에 해당하는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KOSIS나 WIPO IP통계 DB의 경우 공급자가 개
별 특성별 항목에 대한 통계를 선정하고 도출하여 DB에 입력한 후 소비자는
그 집합에서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통계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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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급자가 제공할 통계에 대한 항목의 구성 및 항목의 조합 등을 사
전에 선정하고, 갱신시 공급자가 통계를 생산하며, 지속적으로 통계수요를
관찰하여 새로운 지표 추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PATSTAT와 같
은 방법은 통계 구축에 필요한 메타 정보를 통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
메타정보의 조합을 통해 통계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기초통계는 제공하면서 세부 통계 지표는 통계수요자가
생산하는 체계로 통계생산의 자유도는 높고, DB 갱신의 부담이 줄일 수 있
다. 다만, 통계생산에 익숙하지 않는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앞선 두 가지 서비스를 접목하여 제공하는
방법이다. 우선 초기에는 현재 제공되는 기초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
계지표 확장 단계로 해외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지표로 구성된 DB를 구축하고 서비스한다. 다음 단계에서 통
계수요자가 검색을 통해 통계를 생산하는 시스템과 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한다. 이 단계에서 통계 수요자가 검색하는 통계와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 로
그를 기록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검색/생산한 통계의 메타정
보를 이용해 주로 이용되는 통계를 기초통계에서 제공하도록 저장 DB를 추
가하여 부문별 통계지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학습형으로 통계
DB 시스템을 구축 방안이다.

<그림 4-15> 지식재산 통계 DB 구축 및 서비스의 단계별 발전 방안 개요(안)

두 번째로 제공하는 통계지표에 대한 기준과 제공 범위의 설정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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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통계지
표는 미국, 일본, 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공하지만 부문별 통계분석 서비
스의 경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 통계DB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현재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검토하고, 그
다음 다른 국가의 서비스 수준을 검토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며,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표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통
계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제공하
는 통계서비스는 다른 나라의 서비스 수준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와 우리나라 통계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지식재산 통계 DB 구축의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통계지표를 도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설문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만, 최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하
여 온라인에서 통계수요자들이 검색하는 지식재산 통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 내부와 각 기관에서 접수되는 통계수요에 대한 요구
순위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할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
내에서 제공하는 KIPRIS나 KIPRIS Plus의 검색 로그를 활용하여 주로 검색되
는 메타 정보나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 취합하여 통계를 생
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특허청(2012)에서 제안된 특허 통계 DB
의 메타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규 지표
에 대한 수요와 메타정보를 최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6> 통계의 메타정보 구성 및 확장 방안

세 번째로 통계 DB의 효율성, 확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계
DB의 처리능력은 효율성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인 통계 DB는 정형 데
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포함하며, 비정형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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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ATSTAT DB의 경우 요약문과 주소 및 설명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가 정형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지식재산 DB는 정형정보와
비정형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이며, 특허 심사 및 행정과 관련하여 상당
량의 비정형 정보가 포함된다. 통계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형정보 중심
으로 DB를 구축하되 필요한 경우에 비정형 정보를 포함한다.40) 단, 비정형
정보의 경우 DB의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정보처리 과정에서 부하를 증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정보의 구축의 편의를 위해 정형정보와 비정형정
보를 구분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DB의 확장과 관련한 검토사항이 있다. 특허넷에는 모든 특허정
보가 수록되어 있지만,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정보가 있다. 발명진흥회와 특
허전략개발원이 생산하고 보유한 DB이다. 발명진흥회는 SMART 3라는 특허
등급평가 시스템과 IP 지원 사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특허전략개발원은
IP-R&D 정보와 사업지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지식재산
통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R&D 특허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특허 가운데, 국가 R&D 특허성과 통계, 기술부문 관련 통계, 특허분류에서의
통계, R&D 특허성과의 실시율 등에 대한 통계 등 다양한 정책적 학술적 통
계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발명진흥회의 SMART3 정보의 경우 정형정보인
등급정보가 연계된다면, 국내외 특허의 등급통계, 기술별 등급 등 다양한 통
계를 도출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는 국내 특허의 강점 및 약점 분석 등 다양
한 정책적 분석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허
등급평가 정보 및 R&D 특허 성과에 대한 정보 등 포함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4-17> 지식재산 정보 확장에 따른 생산가능 통계(예)

40) PATSTAT의 경우에도 요약문, 주소, 인용 정보 등의 비정형 정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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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특허DB의 확장 방안

한편, 지식재산 DB에는 산업 및 기업정보와 연계되어 있지만, 국가 경제
및 산업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현재 지식재산 DB와
연계된 산업정보는 특허청(2015)와 지식재산연구원(2014)의 방법을 활용하여
민간의 기업재무정보 DB와 연계된 것으로 전체 기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
인과 연계되어 실제 특허가 활용되는 사업체의 산업과 연계하지 못하는 한
계가 존재한다. 현재 작성된 통계는 특허를 출원한 기업의 산업과 연계된 정
보로써 이 데이터를 이용해 작성된 통계는 특허 출원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특허출원기업의 특허수와 재무 통계이다. 만약 특허청이 전체 경제와 산업에
지식재산이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다면, 특허가 활용되는 산업에 대한 연계정
보가 필요하며 이에 기반한 통계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41) 따라서, 산업별
특허수를 도출한다면, 출원된 기업의 산업분류 기준 통계와 활용되는 산업분
류 기준의 두 가지 통계가 작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2015)의 연계표
와 지식재산연구원(2014)의 두 연계정보를 DB의 출원과 등록정보에 포함하고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통계의 지속적인 제공과 정확성을 제
고하기 위해 연계표 개발 및 고도화와 통계개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41) 통계청은 사업체 조사, 기업활동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기업체와 사업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업체 기준의 산업통계와 기업체 기준의 산업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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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계분석 보고서 품질 개선 방안
본 절에서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지식재산 통계분석보고
서는 반기 보고서인 지식재산 통계 FOCUS와 연간 보고서인 통계로 보는 특
허동향의 두 종을 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연차 보고서인 통계로보는 특
허동향의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해외 지식재산 보고서와 국
내 유관기관의 연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8년
통계로보는 특허동향은 현재 개편되어 발간될 예정이므로 특허정보원으로부
터 관련 내용을 협조 받아 개편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1. 2018년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개편 내용 42)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은 연차 분석 보고서로 특허에 대해 글로벌 현황, 출
원인 주체별 현황, 지역별 현황, 기술·산업 현황에 대한 통계와 분석 정보
를 제공한다. 2002년 ｢한국의 특허동향｣으로 최초 발간하여 국가별, 기술별,
출원인별, 지역별 동향지표를 제공하였다. 2006년 미국 특허로 바라본 한국
의 기술경쟁력 분석을 포함하였으며, 2008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동향 분석
을 추가하였다. 2012년에는 국가 산업단지별 특허동향 및 기술발전 등 지표
를 추가하고,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 분석을 포함 하였다.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은 시기별로 주요 이슈와 특허기술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면서 발전해왔으며, 최근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
술전문 분석 보고서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와 특허기
술을 중심으로 매년 세부 분석주제가 조금씩 바뀌어 분석 정보 제공에 대한
연속성을 보완하고 분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분석서로의 개편을 추
진하였다. 특히 이번 개편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통계분석 보고서 수요를 시의적절하고 신속
하게 충족하고,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정보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2) 한국특허정보원의 ‘2018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발간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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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연혁
연 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 참고

자료 범위
1982∼99년
1983∼2002년

주요 내용
o 출원인별, 지역별의 출원, 주요 경쟁국별,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분석
o 기술 집중도에 관한 분석 추가
o 발명자 정보를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과 특허성과의 비교
분석 추가
1983∼2003년
o 주요 국가의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연구인력유입 및 자국의 연구인력
해외유출 현황 등 분석 추가
o 대학의 특허성과 관리실태, 발명자의 지역별 이동현황 등 분석 추가
1983∼2004년 o 외국계기업의 특허동향 분석 추가
o 특허의 심판정보를 활용한 국내·외 특허권 권리분쟁현황 분석 추가
o 발명자의 지역별 이동현황 등 분석 추가
1983∼2005년 o 외국계기업의 특허동향 분석 추가
o 발명자의 연령대 및 성별 추이 분석 추가
1990∼2006년 o 공동 연구에 의한 특허동향 분석 추가
o 출원 주체(기업부문, 공공부문, 교육부 o 메타정보 데이터 구축
2000∼07년
문)별 특허동향 추가
- 출원 주체에 대한 분류
o 산업분류별 특허동향 추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
2000∼08년 o 지역별 특허 생산성 분석 추가
- 국내 주소지를 기반으로
o 국제협력관계 분석 추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2000∼09년
o 산학연 특허동향 추가
코드마련
o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별 특허동향 분석 추가
2000∼10년 o 첨단융합,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분야 특허현황 분석 추가
o IP5의 특허동향 분석 추가
o 국가산업단지별 특허동향 분석 추가
o 기술발전단계 분석 추가
o 권리분쟁 예상지역 분석 추가
2000∼11년 o IP5 국가간 협력지수 분석 추가
o 메타정보 데이터 구축
- 출원인 주소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41개 국가산업단
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정보 구축
o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 동향 분석 추가
o 메타정보 데이터 구축
2001∼12년
- 출원인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도로명코드 및 도로명 구
축)
o 신규지표(특허 생산성, 기술 의존도, 기술 수명, 특허 편중도) 추가
o 메타정보 데이터 구축
2002∼13년
- 특허데이터와 중소기업데이터의 연계율 제고를 분류체계 개선(비영리
기업 추가분류)
o 글로벌 동향, 산업 동향, 외부 전문가 기고 추가
2005∼14년 o 출원기업의 산업분류코드 DB 구축
o 산업-지재권 통합 연계표 구축
o 기존에 별도 섹션으로 게재 되었던 상표·디자인 통계를 기초 통계에
2006∼15년
통합하여 게재
o 기획섹션에 (게임, 제약 및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술) 게재
: 특허청,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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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글로벌 현황은 WIPO 통계와 지표통계를 이용하
며, 전체현황, 지역별, 기술지표를 제공한다. 국내 지식재산권 통계의 경우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포함된 통계를 이용하여 도출되는 기초통계지표와 지
역별 동향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기술·산업현황 부문에서 기술현황, ICT
관련산업, 빅데이터 등의 이슈 기술과 분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매해 새로운 주제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개편되는 보고서는 글로벌 현황과 출원인 주체별 현황, 지역별 현황에 대
해 비중을 간소화 하고 기술·산업 현황에서 매번 이슈별로 제공되던 기술
분석 보고서를 WIPO 35개 기술 전체에 대한 동향분석으로 제공하고, 산업별
지식재산 출원동향과 중소기업 특허 출원 동향 분석을 신설한다. 이러한 변
화는 지식재산통계연보 및 다른 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출원주체별 동향
에서 기술과 산업부문의 비중을 증가시켜 기술과 산업분야 동향 중심의 보
고서로 전환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9>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개편 내용(안)
구분
글로벌
현황
출원
주체별
현황
지역별
현황

개선 전(2017년)
▪ 세계 주요국 특허 현황
(권리별, 소득수준별)
▪ 대륙별, IP5 특허 현황
▪ 우리나라 출원인의 해외현황
▪ 내‧외국인, 기업(신생기업),
공공 및 교육 부문
▪ 청구항수를 활용한 질적분석
▪ 17개 시도별 지식재산 동향

▪ 기술현황
(융합비율 상위 기술)
▪
ICT 산업 관련
기술·산업
(제조업별 분포현황,
현황
ICT와 융합 상위 기술 분야)
▪ 빅데이터등 이슈 기술
중소기업
현황

-

개선 후(2018년)

비고

좌동

-

▪ 출원주체별 지식재산 동향
(주체 유형 : 기업, 공공, 내국,
개인, 외국, 교육부문)
▪ 17개 시도별 지식재산 동향
▪ 권역별 지식재산 특화산업 동향
▪ WIPO 35개 모든 기술 분류에
대한 동향 분석
▪ 산업별 지식재산 출원 동향
- 산업별·지재권별 집중도 분석
- 지식재산과 R&D 등 외부변수와
연계 분석
▪ 중소기업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 중소기업의 산업별 출원동향

출처 : 한국특허정보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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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기본분석
통계강화
신설

신설

세부적으로 글로벌 현황은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와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
이며, 국내 통계에서 기존에 제공되던 지표의 제외하거나 신규지표가 도입된
다. 출원인 유형별 현황에서 질적 분석지표인 청구항수 통계와 기업규모별
기술유형별 출원건수, 신생기업의 특허활동 지표가 제외하고, 기업규모별
TOP 5 출원인 및 기술분야와 주요출원인의 출원건수 동향이 추가된다. 요약
하자면, 질적 특성을 제공하기 위한 청구항수 지표를 제외하고 다출원인 정
보가 추가된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기술특성별43) 통계를 제외하고 기술분야
별 상위 출원인 통계를 제공하여 정성적 분석지표를 줄이고 통계에 기반한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이번 개편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 부문은 2017년
기준 기술-산업동향으로 기술별 현황과 산업별현황을 나누어서 분석된다. 기
술 동향과 관련하여 기술융합관련 통계 및 분석 지표와 세부기술별 동향의
분석 대상 선정에 활용된 융합비율상위 5위 기준을 제외하고 WIPO 대분류
(5) 및 세분류(35)의 출원 동향정보를 국적, 출원인 유형, 기업규모, IPC별 분
포 등의 상세 통계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 결과 향후 연차보고서별 분
석 대상에 대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통계연보 등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별 현황의 경우 2017년 보고서의 경우 ICT산업중심으로 출원인 유형
과 기술별 동향을을 분석하였으나 개편된 보고서에서는 전체 산업분류를 대
상으로 권리별 산업별 출원인 유형별 현황을 제공된다. OECD가 지정한 고위
기술 산업에 대해 연도별 산업분포 및 기술변천에 대한 분석을 신설된다. 또
한 특허 중심으로 제공하던 동향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지표가 제공될 예정이다. 개편을 통해 특정 산업이 아닌 전
체 산업과 전체 산업재산권으로 확대하여 출원인의 산업별 분포와 유형 등
지식재산 통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중소기업 현황은 산업별 지역별 특허활동 동향과 지역
별 분포 등의 기초통계와 중점산업별 출원비율 및 기술분야, IPC 분야 등 분
43)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기술수준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기술특성인 유망기
술, 안정기술, 발현기술, 침체기술의 4가지 기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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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정보, 산업분류별로 특허활동에 대한 시계열 비교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
다.
2. 해외 통계 분석 보고서의 예
2. 1. 미국 특허청
미국의 경우 경제 분야와 분쟁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
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허와 상표관련 연구를 제
공하고 있다. 특히 PTMT(Patent Technology Monitorying Team)은 1963년 이
후 축적된 미국 특허와 관련된 서비스 정보를 포함하는 TAF DB를 활용하여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보고서와 맞춤형 특허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기
술보고서는 38개 기술 분야에 대한 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어 제공되고 있으
며, 이 가운데 2010년 이후의 수정 보완된 최신 보고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
다.44) 맞춤형 특허보고서는 ｢사용자 정의 기술 프로필 보고서｣(Custom
Technology Profile Report Format), ｢맞춤 조직 프로필 보고서｣(Custom
Organizational Profile Report Format). ｢연도별 프로파일별 맞춤 특허 조사
프로필 보고서｣(Custom Patent Counts by Class by Year Profile Report
Format), ｢맞춤 활동지수 프로필 보고서｣(Custom Activity Index Profile
Report Format)가 제공되고 있고 PTMT에서 구할 수 있다. 일부 분석 보고서
는 유료로 제공되어 이용자의 분석정보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미국 특허청의 통계정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특허 심판 및 항소위원회는
관련한 통계자료 및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재판과 항소에 대한 정보와 문
서와 함께 최근까지 접수, 계류 등을 포함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44) 2000년 이후 제공된 보고서목록은 생명 공학, 특허 심사 영역 1630-1660 (12/06), 화학/전기/기계 분
야(12/06), 데이터 처리 : 재무, 비즈니스 관행, 관리 또는 원가 / 가격 결정 - 클래스 705 (12/03),
약물, 생체 영향 및 신체 치료 조성물 (제약 기준) (12/01), 전기 컴퓨터 및 디지털 처리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 - 클래스 700-713, 716, 717 (6/2003), 인터넷 관련 특허 (12/04). 인터넷 관련
특허 : 데이터 처리 : 재무, 비즈니스 관행, 관리 또는 원가 / 가격 결정 - 클래스 705 (12/02), 의료
기기 (12/2004), 분자 생물학 및 미생물학 (12/00), 다세포 생물 및 이들의 수정되지 않은 부분 - 클
래스 800 (12/00), 다세포 생물 및 그 수정되지 않은 부분 (식물, 묘목 또는 식물 부분) - 클래스
800, 서브 클래스 260-323.3 (12/00), 뉴클레오타이드 및 아미노산 서열 데이터가 컴퓨터 판독 가능
형태로있는 특허 (12/00), 반도체 장치 및 제조 (12/04), 통신 (12/0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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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심판 및 항소위원회

b) 항소 통계보고서

<그림 5-19> USPTO 심판 및 항소위원회 통계보고서

2. 2. 일본 특허청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과 같이 특허통계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지만,
1999년도부터 특허출원 기술 동향 조사 보고서(特許出願技術動向調査等報告)
를 발간해 왔다. 보고서는 시장 창출에 관한 기술 분야 국가 정책으로 추진
해야 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기술 테마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분석된다. 이 조사는 특허 정보에 근거하여 일본 산업
이 우위에 있는 분야 또는 일본이 열위에 있는 분야 등에 대해 분석을 제공
하며,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따른 전세계 특허 출원 동향의 기초 자료로서
각 국가와 기관의 특허 출원 동향 조사도 포함하고 있다. 분야는 일반, 기계,
화학, 전기전자분야에 대해 주요 기술별로 조사하고 분석정보를 제공한다.45)
분석된 기술은 일반 생활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진보 전략분야인
로봇, IoT, AI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인 정밀기
계와 전기·전자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부 기술분야에 대한 분석보
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45) [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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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구성은 (1) 조사개요, (2) 시장환경조사, (3) 정책동향조사, (4) 특
허동향조사, (5) 연구개발동향조사, (6) 제언의 순으로 제공된다.

b) 시장동향 분석

a) 보고서 첫장

d) 연구개발 동향분석

c) 특허동향분석
출처 : http://www.jpo.go.jp/
* 각 장의 정보는 일부 발췌

<그림 5-20> 일본 특허청의 특허출원 기술 동향조사 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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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요약
미국과 일본의 기술분석 보고서 제공 서비스를 살펴보면, 미국은 다양한
통계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중요한 특정 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을
제공하면서, 정보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분석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분석 수요 조사를 통해 매해 분석 기술을
선정하고 관련하여 기술분석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통적인
부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나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군에 대해
서는 기술보고서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분석에 대한 사회적 효
율성을 높이는 노력이다. 한편, 미국은 맞춤형 보고서를 유로로 제공하고 있
다. 정형화 되지 않은 분석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 서비스업종의 영업 영역이므로 제공하지 않는 서
비스이다.
3. 향후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발전 방향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은 일관성 있고 통일된 연차별 통계분석보고서를 제
공하기 위해 지식재산통계연보 및 각종 간행물에서 제공하는 특허 동향지표
이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관측된 지식재산 통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 기
술 산업분야 지식재산 동향분석 보고서로 개편되었다. 여기에는 매번 쟁점별
로 제공되던 기술과 산업분야 분석이 WIPO 35기술분류 전분야와 산업 전분
야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보다 규모가 확대 되었다. 이러한 개편
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정보 이용자가 필요
로 하는 기초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결과 정보 이용자의 동
향분석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국제부문 동향과 출원 주체별, 지역별 동향과 기
술·산업별 동향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통계와 관련하
여 몇 가지 분석정보의 구성 및 배치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통계를 이용한 전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전문가의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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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과 제공지표의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 부문 및 산업부문별로 형식적으로 통일된 보고서가 제공되는
경우 보고서의 균형성을 갖출 수 있으나 전문성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나타
날 수 있다. 각 기술별로 적용 분야나 특성 다르므로 해석에서 주의할 필요
가 있다.

출처 :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2018) 초안
<그림 4-21> 지역별 현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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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가 연구 단지나 기업 연구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다
양한 분야의 특허기술을 창출하고 집중되어 있어 많은 분야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통계 해석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할 필
요가 있고, 다른 기술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경제적 특성이나 기술적 특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계지표에 대한 분석의 전
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된 통계지표와 함께 이에 대
한 내·외부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보고서에서 분석 정보의 전달과 함께 분석기간의 전체 통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통계의 경우 부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출원 건수의 예를 들어보자. 보고서는 최근 10년간의 총 출원건수합
과 연평균 증감율, 수도권 비중을 제공한다. 통계정보는 총량적인 부분과 최
종 시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간 지점의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분석 기간인 2007∼2016년은 2009년 금융위기와 2011
년 이후 국내 경기의 둔화가 있었지만, 연평균 성장률과 총 건수 등은 이러
한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출원 건수의 경우 2009년 감소하고 이후
증가하지만, 최근 연간 증가율은 낮아지고, 크게 감소한 분야도 있고 지역별
로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계열 특성을 반영한 분석을 다 제공하
기 보다는 정보 이용자가 얻기 힘든 시계열 정보를 부록에서 제공하는 등
분석 정보 뿐만 아니라 분석한 통계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그림 4-22> 서울시 특허 출원 현황

출처 :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2017)

세 번째로 통계분석 보고서와 관련한 주제 및 지표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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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수요조사에서 특허보고서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분석지표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응답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분
쟁, 소송·심판 통계와 북한통계, 사업화 통계 등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었다.
해당 조사가 짧은 기간내에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련한 업무 종사
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다. 특허동향에는 출원과 등록 뿐만아니라 기술유
형별로 IPC분류별 특허의 존속비율, 존속기간, 분쟁 발생율 등도 포함된다.
존속건수 관련 통계의 경우 특허청 통계 DB에서 출원인 유형별, 기술별, 지
역별, IPC부문별, 산업별로 다양한 측면의 통계를 도출이 가능하지만, 특허
심판 부문의 통계에 대해서는 특허넷에서 추출하여 통계작성이 가능한지, 출
원인 유형별, 기술, 지역, IPC 부문, 산업 등의 측면에서 통계 작성이 가능한
지 특허법원 및 대법원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부문이다.
네 번째, 특허 기술관련 활용 시장 및 산업별 통계정보와 연계한 분석 정
보가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의 기술·산업분야 전문
분석 보고서로의 개편이 요구되었고, 이와 관련해 일본의 기술 분석 보고서
나 미국 특허청의 산업별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본의
보고서는 특허의 기술적 동향과 관련한 시장 및 산업에 대한 동향,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동향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과 경제·산
업 분야의 연계통계나 사업화 관련 통계정보, R&D 특허 통계정보와 같이 기
술 및 시장관련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통계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술 및 산업부문에 대한 지식재산 통계분석은 특허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다뤄야할 좋은 주제이지만, 관련하여 산업부 등의 기술사업화 통계와 정부
R&D특허성과관리시스템(RIPIS)의 R&D 정보의 활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므
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제공되는 출원인 기업이 속한 산업분류
중심의 출원산업 통계도 중요하지만, 활용 산업을 고려한 통계도 작성될 필
요가 있다. 현재 특허청은 기술적 연관산업을 고려한 특허-산업분류 연계표
와 출원인 기업의 산업분류를 활용한 특허-산업분류 연계표를 모두 개발하
였지만, 개편된 특허동향 보고서에서는 출원 기업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통계
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한 동향분석에는 주
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련한 동향분석은 제공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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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측면의 연계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 보고서의 가독성과 분석의 전문성, 자료 관리의 효율
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고서를 분할하여 발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보
고서의 경우 표지 및 부록 등을 제외하고 분석 내용에만 약 190쪽이며, 개편
된 보고서의 경우 약 250쪽의 분량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보고
서에서 제시하는 통계분석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 분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전문적인 분석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는 통계를 읽는
정보 보다는 통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보고서의 분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또한 현재 보고서의 구조는 백
과사전식의 모든 부문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의 가독성과 분
석 보고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일본의 특허행정연
차보고서와 부문별로 분할하여 ｢글로벌｣, ｢출원인유형｣, ｢지역｣, ｢기술｣, ｢산
업｣ 보고서를 각각 제공하고, 향후 기술유형 및 산업분류 등의 경우 앞서 제
공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분석을 포함하는 보고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향후 보고서의 활용과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조정을 통해 확대된 보고서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은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과 기술·산업 분야의 동향
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동향분석 서비스이다. 최근 기술·산업분야에
대한 분석 비중을 강화하여 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
내 발명가와 기업, 정부 정책입안자에게 지식재산 동향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통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정보 이
용자의 관점에서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전문성과 분석의 심도를 더욱 향
상시키기 위해 5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각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
는 지표 분석으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통계의 이해와 추가 분석
등 후속 서비스를 위해 보고서의 분석내용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제공이 필
요하다. 셋째, 독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통계보고서에서 다뤄야할 분석
주제 및 지표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특허 기술의 활용 시장 및
산업별 정보와 연계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가독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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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보의 전문성, 관리 효율성을 위해 보고서 분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이 장기 지식재산권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
의 통계 동향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분석 보고서인 만큼 향후 더욱
정교하고 시의적절한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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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식재산 통계 거버넌스 강화
지식재산 정보는 발명자, 연구자,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에 필
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지표, 국가 지식재산 전
략 추진 방향, 과학기술 정책 방향,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 등에서 활용
되는 주요한 정보이다. 지식재산권 통계와 관련한 가장 많은 요구는 경제·
산업과의 분석 정보이다. 하지만, 통계 DB의 구축과 서비스가 정보이용자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지식재산 통계에 대한 민간 통계 이용자의 수요조사, 국내외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비교검토, 지식재산 통계 DB의 고도화 및 발전 방안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통계 거버
넌스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통계 DB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의 확보 및 운영조직에 대한 논의와 DB간 연계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특허청의 정보 생산·활용·보급에 대한 각 산하
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지식재산 통계 DB와 관련한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제 1 절 통계전담 조직의 구성
1. 국내 통계전담조직 사례
특허청 통계 전담조직 개편 및 구성을 위해 국내 주요 통계 서비스 기관
의 조직 구성과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특허청 통계전담 조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 문화부의 문화셈터, 국토교
통부 국가교통DB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1. 교육부, 교육통계 서비스
교육통계서비스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의 국가 교육통계연구본부에서 운영하며, 2017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
었다. 교육통계 사업은 통계법 (법류제14160호, 20180210)과 교육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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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훈령 (교육부 훈령 제260호, 20180608) 등에 따라, (1) 교육통계 조사
및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 생산하고, (2)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
-오프라인 사용자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 (3) 과학적 정책 수립·평가와 교
육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교육통계 분석자료의 산출 및 제공, (4) 국제기구와
의 각종 통게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신인도와 국제경쟁력
을 제고, (5)통계정보의 질적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 연구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른 국가 교육통계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의 표와 같다.

<표 5-1> 국가교육통계센터 사업내용
구분
기초연구사업

-

조사사업
분석/서비스사업
시스템개발사업

-

국제교류사업

-

사업 내용
교육통계체제 혁신에 관한 연구 / 교육통계 조사의 신뢰성ㆍ
정확성ㆍ시의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교육통계 조사 결과 분석에 관한 연구 / 교육통계정보 서비스
에 관한 연구
유·초·중등교육통계, 고등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평생교육통계, 국제교육통계 / 각 조사 별 조사체제 구
축 및 운영 / 조사 결과 데이터 DB구축 / 각종 위원회 운영
(교육통계위원회 등)
교육통계자료집 발간 (교육통계연보 등) / 교육통계서비스 콜
센터 운영 / DB분석 서비스 운영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블로그 및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운영 / 교육 데이터 오픈랩
운영
조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 / 교육통계서비스시스
템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
유관기관 DB 연동 및 공유 시스템 개발 / 전산자원 유지보수
관리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 / UNESCO, APEC 등 국제기구 교
육통계사업 참여
OECD 국가와의 공동 연구사업 참여 / OECD 교육지표 및 분
석자료집 발간

교육통계 서비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속으로 전체 8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78명(소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각 팀의 주
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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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교육통계연구센터 조직별 주요업무 및 인원구성
부서

주요 업무

인원

통계기획팀

사업 기획 및 조정 / 대외 교섭 및 협력 / 교육통계정보
화 사업 운영

4명

통계분석·서비스팀

맞춤형 교육통계 서비스 /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
각종 자료집 발간

5명

유·초등 교육 통계팀

유·초·중등 통계 조사 / 차세대나이스 및 맞춤형 서비스
개선 / 각 종 자료집 발간

9명

고등교육통계팀

고등교육통계 조사 / 정보공시 항목 관리 / 각종 자료집
발간

8명

국제교육 통계팀

OECD 교육지표 사업 / UNESCO 교육통계 협력 / 국제
통계 활용 모니터링 및 분석

7명

취업통계팀

취업 통계조사 / 정보공시 항목 관리 / 각종 자료집 발
간

7명

평생교육 통계팀

평생교육 통계 조사 / 평생학습 개인 실태 조사 / 자료
집 발간

5명

행정지원팀

2명

<그림 5-1> 교육통계서비스 조직 구성

1.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셈터
문화셈터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종합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문화체육
관광부의 대표 통계포털이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부문 통계와 국
가 통계지표와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계보고서와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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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통계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 서비스인 문화통계포털을 한국문화정보센터를 통해 운영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부문 통계의 표준화 및 통계수요 조사, 실태조사, 문화관광산
업 동향 조사, 문화체육관광분야 표준분류 개선연구 등 사업을 통해 통계를
축적하였다. 2015년 국가승인통계 9종을 작성 및 공표하면서 문화셈터 서비
스를 시작하였고,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
부와 산하기관20종의 국가 승인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2> 문화셈터 통계운영 조직 구성

문화셈터를 운영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개 본부와 2개 센터로 운영
되며,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정보를 담당하는 통계정보팀의 인력은 24명이
며, 문화셈터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정책정보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도 참여
하고 있다. 통계정보팀은 (1)통계작성지정기관 및 통계업무 지원기관의 고유
업무, (2) 문화체육관광 정책통계 기반 구축 연구 및 업무, (3) 조사/보고/가공
통계의 생산/가공/분석/활용에 관한 업무, (4) 빅데이터 생산/가공/분석/활용에
관한 업무, (5)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업무, (6) 정책 정
보화/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7)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업무문
화체육관광 통계포털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업무, (8) 표준고객 만족도조사
정착을 위한 온라인조사 업무, (9) 관련한 정책사업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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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셈터에서 제공하는 승인통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3> 문화셈터 문화체육관광통계 현황
통계명칭

작성방법

담당부서

작성기관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조사통계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조사통계

장애인문화체육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통계

관광정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독서실태조사

조사통계

인문정신문화과

전국도서관통계조사

보고통계

도서관정책기획단

공연예술실태조사

조사통계

공연전통예술과

국민여가활동조사

조사통계

문화여가정책과

정기간행물등록현황

보고통계

미디어정책과

광고산업통계조사

조사통계

방송영상광고과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조사통계

문화산업정책과

국민체력실태조사

조사통계

체육진흥과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조사통계

체육진흥과

예술인실태조사

조사통계

예술정책과

문화향수실태조사

조사통계

문화여가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조사통계

관광정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조사통계

관광정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호텔업운영현황

보고통계

관광진흥과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보고통계

관광정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수어사용실태조사

조사통계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조사통계

지역문화정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출처 : http://stat.mcst.go.kr/

1. 3. 국토 교통부 국가 교통DB
국가 교통DB 구축사업은 개별 교통 조사의 난립, 교통투자 평가의 신뢰도
저하, 교통정책 및 계획 지원 DB의 부족에 따라, 교통관련 자료의 종합적 관
리를 위한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 12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었고, 국가교
통DB센터는 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 5891호, 1990208)46)에 근거하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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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교통량 조사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의 국가 교통DB센터 구축하
였다.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은 (1) 국가 교통조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선진화/첨단화된 교통조사를 수행하고, (2) 표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계열
교통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투자사업 평가 신뢰성을 제고하며, (3) 교통정책
지원형 지표 개발과 의사결정체계를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업무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각 지방자치단
체로 구성된다. 중앙정부 주관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전문성과 사업 효율성
을 위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업무를 대행하며 전국 조사를 위
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체계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상부문 조사 및 조사자료 분석, 교통DB 구축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
행하고, 해상부분의 조사·분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구조
이다.

출처 :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 브로셔(www.ktdb.go.kr)
<그림 5-3> 국가교통DB센터 조직 구성도

1999년 전국교통DB구축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교통정보센터, 국가교통DB
센터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교통빅데이터 사업단으로 명
칭을 변경되었다. 국가교통DB를 운영하는 국가교통 빅데이터사업단은 교통
물류일자리 조사분석팀(7명), OD조사네트워크 구축팀(11명),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팀(14명)으로 구성되며, 33명(단장 포함)의 연구진으로 구성된다.
46)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제15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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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통 DB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복합환승센
터 개발 기본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계획 등 주요 계획에 활용되었다.
1.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통계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승인 및 제공하는 중앙통계기관
으로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본청과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통계
청, 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에는 1관 5국 1정책관 4담당
관 34과 1팀 1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으로 각 지역별 5개의 지방통
계청(34개 사무소)과 통계교육원(2과)과 통계개발원(3실)로 구성된다. 통계청
에서 조사·수집되는 국가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MDIS), 통계지리 정보(SGIS)를 통해 제공되며, 통계데이터 허브국의 통계서
비스정책관에서 담당한다.
통계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국장이하 4개과로 운
영되며,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운영,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개발 및 운영,
홈페이지 및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
영,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기본계
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계서비스 기획과(32명), 조사시
스템과(31명), 공간정보서비스과(22명), 마이크로데이터과(15명)으로 구성된다.

<그림 5-4> 통계청 통계서비스 정책관실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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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조사관리국에서는 각 분야별 통계의 조
사·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소속기관인 통계개발원은 통계 조사 방법
및 통계지표의 연구분석을 수행한다. 경제부문 통계 작성 및 분석을 수행하
는 경제통계국에는 경제통계기획과(18명), 경제총조사과(50명), 산업통계과(54
명), 산업동향과(25명), 서비스업동향과(24명), 물가동향과(18명), 소득통계과
(21명), 소득통계개발과(10명)으로 구성된다. 사회통계국은 사회통계기획과(17
명), 인구동향과(33명), 고용통계과(25명), 복지통계과(20명), 농업통계과(27명),
농업동향과(2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및 인구주택조사부문 담당하는 조사관
리국은 조사기획과(14명), 지역통계총괄과(11명), 인구총조사과(73명), 표본과
(18명), 통계대행과(11명)로 구성한다. 통계청의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설계
등 연구를 수행하는 통계개발원은 연구기획실(16명), 통계방법연구실(16명),
경제사회통계연구실(16명)으로 구성된다.
1. 5. 시사점
검토한 통계 기관은 조사·수집된 통계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해 분석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경우
부처내에 통계 조사와 분석 업무를 담담하는 기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에서 연구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특허넷 시스템 운영, 지식재
산권 DB 구축 및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IP정보확산팀의 IP정보통계파
트(6명)에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재산 통계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에 물
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타 통계기관이 수행하는 통계의 기획, 작성,
통계지표 개발, 동향분석, 기타 연구 분석 업무를 고려할 때 조직의 확대나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는 지식재산 통계 조직이 통계 작성 및 개발 보다는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 및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기관에 소속되었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문화셈터가 과거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독립된 사례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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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통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독립된 지식재산
통계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에 특허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보와 물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활용한 통계서비스의 경우 기관
의 재정과 물리적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특허 통계
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통계의 기획, 통계 개발, 동향분석 및 지표분석 등 다
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특허청 통계전담조직 개선 방향
현재 특허청은 특허정보와 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IPRIS와 KIPRIS Plus의 특허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통계 및 분석 서비스와, 통계 서비스로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및 지식재산
통계연보 및 월보의 발간,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등의 분석 보고서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특허청 내부의 업무 영역에 따라 다양한
비정형 통계의 생산,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등을 외부기관과 특허정보원을 활
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의 수집 및 공표, 특허 명세서 등 데이터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통계생산의 핵심 요소인 통계기획, 사후관리, 통계연구 등의
핵심적인 기능이 부족하고, 특히 분석 서비스 기능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또한, 특허청 통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가운데, 지식재산권과 통계 분석과
관련한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지식재산과 경제정보를 연계한 연계
통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져 감에 따라 특허청의 통계 분석 관련 조직
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내

사례와

같이 미국

특허청의

경우에서도

특허자원기획과(Patent

Resource & Planning) 산하에 PTMT를 두어 특허자료의 이용 촉진 및 확대
하고 특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PTMT에는 수석경제연구실(Office of Chief Economist)를 두어 IP가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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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 수립과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해 경제연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유럽 특허청은 운영지원
(Operational Support)조직 소속의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허 정보 생산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법적
정보와 사업정보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일본특허청의 경우 총무부의 기획조
사과와 특허정보과에서 담당하며, 기획조사과는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공업소유권 통계를 생산하며, 특허정보과는 공보에 관한 통계와 서지 및
그 외 문헌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이 정보고객지
원국의 정보고객정책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통계와 지식재산
통계연보 및 월보의 지식재산권 통계와 지식재산 통계 FOCUS와 통계로 보
는 특허 동향의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표 5-4> 특허청 통계 관리 조직의 현황 및 개선점
현황

개선점

о 지식재산 관련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있 о 조사 통계 수집 및 공표, 특허 명세서 등
으며, 통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다양
기초 데이터 제공 중심
한 정보제공 사업 기획
- 통계생산에 필요한 통계기획 및 사후관
- 지식재산 통계연보 및 월보 발간
리, 통계연구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발간
있는 인력과 시스템 부족
- KIPRIS를 통해 특허정보 제공
- 특히 분야별 통계 분석 서비스와 통계
- KIPRIS Plus를 통해 국내외 특허 통계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부족
및 분석 보고서 등 지식재산 정보 활용 о 특허청 통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권 과 통계분야 전문인력이 부족
о 업무 영역과 특성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 통계 사업이 DB의 구축과 기존 사업의
통계업무 진행
유지 및 고도화에 집중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가 개편되었
으나 해석 및 심층분석이 부족함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한 다양한 원천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방대한
자료의 일부만을 활용하여 현재 통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통계의 수집,
가공, 서비스 및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생산 및
가공되는 통계의 시의성,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
리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시스템으로 통계를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공되는 통계의 품질과 분석 보고서의 전문성, 시의성 등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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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야할 요건이다. 통계사업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이용자에게 특허 정보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 제공 시스템과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통계 등과 함께 통계를 산출, 기획, 관리, 수집, 분석 기능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통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하여 분류 및 정보의 활용 범위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나, 특허청 산하 기관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분
석·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림 5-5> 지식재산 통계 전담 조직 구성(안)

통계전담 조직은 수집된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과 생산된 통계 품질의 확
보, 활용성을 상시 검증하고, 통계 수요자의 요구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분류
시스템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지 등의 점검과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
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계전담조직은 통계 기획, 생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통계위원회와 통계체계, 통계활성화 방안, 동향분석,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의 통계의 기획, 관리와 고도화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연구개
발팀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 승인통계의 관리와 데이터정보, 분
석 및 추출 등을 담당하는 통계팀, 그리고 DB를 담당하는 정보화 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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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통계전담조직은 통계전문가와 시스템 전문가 분석 전문가 등 다
양한 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구원 등과 업무가
중첩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전담 조직의 역할과 설치에 대한 기관간의 협
조도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통계조직은 지식재산 정보 이외에 다양한 경제·사회 정보의 연
계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통계는 지식재산 동향정보를 바탕으
로 정부 정책과 기술동향 등을 분석할 수 있지만, 경제·산업·사회 분야에
대한 교차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산업· 사회 분야와의 교차 분석
을 위해서는 4장에서 언급한 빅데이터 및 연계통계가 필요하므로, 다양한 분
야와의 교차통계 및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과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으로 통계 및 지표를 개발하고 연구해야할 것이다.

제 2 절 법 ·제도 개선 방향
지식재산 통계의 확장과 연계를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특허청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기업DB를 이용하여 연계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조사하고
제공하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승인 통계가
있고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외부 민간 기관의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통계청의 자료의 일부가 개인 및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
성으로 인해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비밀이 포함된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을 정한 사례가 있다. 지식
재산 무역수지와 관련한 법안으로,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지식재
산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했음에도 특허청은 기초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
한47)되어 추가연구 및 심층분석 등 활용이 어려움이 있어 발명 진흥법의 일
부 개정이 추진되었다. 외국환거래에 담긴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는 우리 지
식재산의 국제적 경쟁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필한 정보이며, 지식재산 정
책 및 R&D 정책 등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청을 외
47) 외국환거래법 제 21조(국세청장 등에게 통보등) 및 제 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의 제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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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거래법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발명진흥법(법률 제 14687호, 2017.3.21.)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
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
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통계DB를 구축하면서 경제통계와 연계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경제 통계 연계와 관련하여 4장에서 검토된 연계표를 고려해
보자. 특허-산업 분류 연계표는 각 특허와 매칭되는 기업 및 사업체의 산업
분류로 매칭되며 그 분포를 이용한 확률을 적용한다. 연계표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개별 특허와 관련된 기업 및 사업체에 대한 일반정보(법인명, 번호,
사업장 번호, 산업분류 등)가 필요하다. 기업체에 대하 일반정보에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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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통계법 31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통계법 [법률 제14843호]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
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 이용자가 통계청에 자료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특허
는 개인 및 법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연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과의 협력 및
업무조율을 통해 자료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정보에는 개인 및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
어 있으나, 법인에 소속된 사업체나 사업장의 산업분류(KSIC)코드는 지식재산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인 및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지식재산-산업분류 연계표의 작성에만 활용되며, 이를 이용한 통계의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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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별 자료가 제공된다. 따라서 개인 및 법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통계소
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각 분야별 특허가 각 기
업 및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
다. 향후 지식재산 통계전담조직 및 관련한 분석 서비스 등에서 활용성이 높
으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통계분석 정보 지원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의 20조의 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에
통계법 31조의 통계자료 제공 제한 조항과 관련한 단서조항을 추가로 포함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도 연계표 작성 및 각종 분석을 위해 산업
재산권 법인 권리자에 대한 소유한 사업체의 산업분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5> 지식재산-산업 연계 분석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안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 좌동
분석)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관련 정
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에 관한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및 제22조와 통계법 제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1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 절 통계관리 조직 개선방안과 통계산출물 역할 정립 방안
특허청은 산하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
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보원의 6개 기관이 있다. 특허청 산하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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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특허청의 특허넷에서 추출된 정보를 활용하지만, 각 기관에서 조사·생
산·관리하는 정보는 대부분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호 정보의 연계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계 및 정보에 대한 검증과 확인 등
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각 기관 별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IP 비즈니스, IP 인재양성, IP 문화육성 등 다양한 분야
의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형 비정형 통계
를 생산할 수 있다. 발명진흥회의 기술평가, 특허등급평가, 국가 지식재산 거
래 플랫폼, IP금융 연계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술평가
및 특허 등급평가 등 다양한 정보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별
보유 특허의 등급 통계,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의 등급 비교, 특허등급별 분
포 등 다양한 지표 분석이 가능하다.
특허전략개발원은 민간과 정부의 R&D 전략 지원, 사업확산 전략 지원,
IP-R&D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도출 된 정보는 정부 정책 및 지
원을 통해 창출 된 특허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 특허의 활용정보 등을 함께
검토한다면,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성과의 다양한 통계적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
원, 국제 IP분쟁대응,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이 정보는 주요 분쟁 분야 및 기술, 지역 등의 통계를 도출할 수 있으
며, 이와 함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분쟁 실태 조사 등 정보가 포함
되는 경우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연구원은 지재권과 관련한 법제 및 경제부문의 연구와 함께,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와 지식재산 분쟁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형·비
정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정보원은 특허넷을 관리운영하며, 지식재산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기
도 하다.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 지식재산 통계 FOCUS 등을 발간하며, 지식
재산 통계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통계데이터
서비스(PSDS)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각종 통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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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형태로 제공한다. 지식재산 연구원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경제 및 법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는 각 기관에서만 활용하는 경우 각 기관의
정한 범주안에서의 통계적 의미와 제한적인 통계생산이 가능하지만, 이들이
연계되는 경우 다양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48)

<그림 5-6> 통계 생성을 위한 특허청 산하기관 정보 관리 안

이러한 각 산하 기관이 보유한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특
허통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책임관과 각 기관의 특허 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특허청의 통계관리 규정에서 특허책임관은 정보기획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통계작성부서는 특허청 본청소속 각 국과 연수원, 감사담당관,
심사품질 담당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심판정책과, 서울사무소로 지정되어
있고 각 통계작성부서는 통계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계 작성부
서 및 기관으로 특허청 산하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각 기관이 수행
하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청 각 국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책임관이 통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정형·비
정형의 정보를 특허넷과 지식재산 통계DB에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책임관과 각 국에 지정된 통계담당관의 자료 수집에 대한 권
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작성부서는 특허청의 각국으로 한정되어
48) <그림 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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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산하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도 특허DB와 연동될 수 있는 정보
및 통계로 작성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하기관에
는 통계담당관이 지정될 수 없으므로 특허청내 지정된 산하기관 담당국의
통계담당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산하기
관간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 현재 지식재산 관련 통계 산출물은 기초통
계 보고서인 ｢지식재산 통계연보｣와 ｢지식재산 통계 월보｣와 통계보고서는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조사 통계인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가 있다. 지
식재산 통계연보와 통계 월보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기초통계를 제공하지
만,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의 경우 통계 분석 보고서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하여 특허청 산하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조사 및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산하기관의 분석 보고서의 경우 특허넷의 정보를 기반으로 도출된 통
계와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류의 기준 및 특허
정보의 범위에 따라 기관마다 다른 통계가 산출될 수 있다. 또한 특허넷에서
추출하더라도 검색의 범위, 검색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통계가 될 수 있다.
통계 보고서는 작성자가 짧은 보고서양식에 의해 통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일부 통계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통계를 추출 범
위 및 검색식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보고서 작성자와
보고 시스템의 문제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통계 추출에 대한 일관성 및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산하기관은 보유한 통계산출 정보를 특허 통계DB와 공유하며,
이와 관련해 특허청과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통계 분석 보고서의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산하기관이 특허청의 통계DB 활용 및 추출을 통
계책임관과 각 담당국의 통계담당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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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지식재산 통계 DB 운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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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외 지식재산관련 통계 서비스 동향을 조사‧검토
하고 국내 지식재산 통계 이용자의 통계수요를 조사하여 통계지표 POOL 제
공과 지표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 각도의 지식
재산 통계 생산을 위해 이종분류간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과
지식재산 통계DB의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식재산 통계 DB고도화 및 활
용을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통계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외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서비스는 양적
질적 부문에서 주요국 서비스에 비해 개선점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통
계 이용자의 편의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미흡하며, 통계 지표의 수도 다른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의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는 우
리나라 통계서비스의 개선점으로 (1) 통계서비스의 IPSS로 일원화와 효율성
강화, (2) 통계 수요자 중심의 IPSS시스템 고도화, (3) 지식재산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4) 통계서비스의 완성도 향상, (5) 특허정보와 통계정보를 동
시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 기능으로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자와 특허 이용자는 특허 통계 DB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특허기술에 대
한 통계정보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통계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기초자료 제
공에 대한 요구와 산업과 연계된 통계 제공을 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
한 응답과 국가별 지식재산 통계지표를 정리한 통계 지표POOL을 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통계 서비스에서 필요한 신규 지표로는 (1) 심판에 대한 상세
및 추적 통계, (2) 산업․경제와 연계한 통계, (3) 국가 R&D 특허성과의 이전․
사업화와 관련한 통계 수요가 높았다. 한편, 관련 업계의 전문가는 분류별
상위 매출규모 출원인과 관련한 통계정보 및 심층분석 정보와 IP 소송과 보
상관련 통계, 기술 유형별 존속기간 및 유지비율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통계 이용자들은 특허 활용의 전략적 판단 근거로 지식재산권
의 안정성, 사업성의 동향에 대한 정보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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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재산 통계 현황과 국내 통계 이용자의 수요와 개선점을 바탕
으로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와 DB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통계서
비스의 고도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종분류간 정보 연계로 지식재산
정보 분석범위를 확장하여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지식재산권 DB는 기본적으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구
조이며 이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및 기술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식
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과
산업통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기존에 연구된 결과들은 각각 전문가 주관이
개입되거나 활용산업에 대한 미스매칭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는 두 가지 연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 가지는
특허의 실시자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창출 기업의 특허-산업연
계에 실제 활용하는 실시 기업의 산업분류를 함께 연계하여 복합적인 특허산업분류 연계확률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
분류(KCPC)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IPC정의서에서 기술의 대상과 KCPC를 연
결하고, 이를 다시 KCPC-KSIC 연계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IPC-KSIC연계
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지식재산 DB의 고도화에 대해 통계 제공 방법 및 형식, 통
계 작성 기준, 통계DB의 확장성과 효율성의 범주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 DB의 경우 특허청 내의 자유도는 상당히 높지만, 특허청 외부의 민간
기업과 외부 공공기관의 경우 통계 이용의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통계
DB를 점진적으로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자유도의 제고 및 통계 수요를 조
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계 제공 범위
는 DB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자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그 전에
어떤 정보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므로 특허 DB 제공
의 제공범위를 검토하기 위해 메타정보의 정리와 정보 검색 수요를 분석한
메타정보의 품질향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 DB의 효율
성과 확장성과 관련하여 효율성 부분에서는 DB의 메인 필드가 포함된 테이
블에서는 최대한 비정형 정보를 줄이고, 연결된 별도의 테이블에 비정형 정
보를 관리한다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확장과 관련해서 특
허청 산하기관이 생산·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특허넷에 포함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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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 DB의 고도화와 통계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통계서비스 전
담조직의 강화와 통계정보 확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과 활용 확산을 위한 통계 작성 조직과 통계책임관과 통계담
당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요 기술육성 및 산업발전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시의성 높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계전
담 조직이 필요하며, 이 통계 전담조직은 통계의 고도화 방안, 지표 개발, 국
가승인 통계 관리, 연계데이터 작성 및 관리 등으로 통계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 통계 DB와 외부 산업정보
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기업 정보를 구매하는 방법과 국가 조사
통계 정보를 연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승인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발명
진흥법에서 산업재산권 정보와 대응되는 정보를 기재부 및 통계청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산하기관의
통계산출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계책임관과
통계담당관이 각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관리 및 수집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산하기관을 통계 작성 기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계 이용자
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해야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수요자 중
심의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이용자의 통계수요를 공급자가 알지 못하
므로 우선 제공되는 통계 범위를 확장하고 상세 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통계 검색 및 추출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DB와 서비스 시
스템의 고도화, 다양한 외부 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통계의 확장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또한 특허청 산하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
관성 있는 통계를 활용하기 위해 통계 책임관과 관리관의 역할 강화와 산하
기관의 통계 이용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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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식재산권 통계 제공 정보 목록
1. 특허청 , 지식재산권 통계
분류
총괄
(3)

출원인
(6)

출
원
(23)
분야
(11)

기타
(3)
총괄(1)
청구
(3)
심
사
(11)

내용
연도별 출원건수(1947∼2016)

특실디상

월별 출원건수(2005∼2014)

특실디상

대리인 유무별 전자출원율(2005∼2014)

특실디상

출원인별(개인·법인) 출원건수 (2007∼2016)

특실디상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1947∼2016)

특실디상

남녀별 출원건수 (2003∼2016)

특실디상

시도별 출원건수 (1993∼2008)

특실디상

국가별 출원건수 (2007∼2016)

특실디상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2003∼2016)

특실디상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1988∼2016)

특실

기술분야별(WIPO분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2007∼2016)

특실

국제특허분류(IPC) 클래스별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1998∼2016)

특

생명공학 분야 특허 출원현황 (1996∼2014)

특

BM 분야 특허 출원현황 (1996∼2014)

특

물품군별 디자인 출원건수 (2007∼2013)

디

물품류별 디자인 출원건수 (2007∼2016)

디

부문별 상표 출원건수 (2007∼2016)

상

류별 상표 출원건수 (2007∼2016)

상

상표 유형별 출원현황 (1999∼2016)

상

상표ㆍ서비스표ㆍ업무표장ㆍ단체표장 출원현황 (2011∼2014)

상

우선권주장 국가별 출원현황 (2007∼2016)
PCT 국제출원 현황 (1984∼2016)
Madrid 국제상표출원 현황 (2003∼2016)
연도별 심사처리 건수 (1961∼2016)

기타
(2)

특실디상
특실
상
특실디상

출원연도 및 심사청구연도별 심사청구 현황 (1994∼2016)

특실

기술분야별(WIPO분류) 내외국별 심사청구건수 (2006∼2016)

특실

국제특허분류(IPC)별 심사청구건수 (2013)

특실

심사처리 및 미처리 건수 (1999∼2016)
처리
(5)

제공범위

특실디상

심사처리내역 (1999∼2016)

특실

심사처리내역 (1999∼2016)

디상

실용신안
이의신청
우선심사
국제조사

기술평가 청구 및 처리 (2006∼2016)
현황 (1999∼2016)
신청 및 처리 (2003∼2016)
및 국제예비심사 (200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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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특실디
특
특

분류
총괄(1)

권리자
(10)

등
록
(24)
분야
(9)

기타
(4)

내용

제공범위

연도별 등록건수 (1948∼2016)

특실디상

권리자별 권리자별(개인,법인) 등록건수 (2007∼2016)

특실디상

내외국인별 등록건수 (1979∼2016)

특실디상

시·도별 등록건수 (2004∼2016)

특실디상

남녀별 등록건수 (2006∼2016)

특실디상

국가별 등록건수 (2007∼2016)

특실디상

국가별 등록누계 (?∼2012)

특실디상

대리인 유무별 등록건수 (2003∼2016)

특실디상

존속권리 건수 (2003∼2016)

특실디상

다등록인별 등록건수 (2006∼2016)

특실디상

국가별 존속건수 (2013∼2016)

특실디상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 (2003∼2016)

특실

기술분야별(WIPO분류)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 (2007∼2016)

특실

국제특허분류(IPC) 클래스별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 (2003∼2016)

특실

생명공학 분야 특허등록현황 (2003∼2014)

특

BM 분야 특허등록현황 (2004∼2014)

특

물품군별 디자인 등록건수 (2003∼2013)

디

물품류별 디자인 등록건수 (2007∼2016)

디

부문별 상표 등록건수 (2004∼2013)

상

류별 상표 등록건수 (2007∼2016)

상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2003∼2016)

상

상표 유형별 등록현황 (2003∼2016)

상

외국인 상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현황 (2007∼2016)

상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2003∼2014)
총괄(1)
청구
(4)
심
판
(11)

연도별 심판건수 (1998∼2016)

특실디상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현황 (1999∼2016)

특실디상

청구인·피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1998∼2016)

특실디상

국가별 심판청구 건수 (2007∼2016)

특실디상

기술분야별(WIPO분류)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 건수 (2006∼2016)
처리
(3)
소송
(3)

특실

심판종류별 청구 및 처리건수 (2007∼2016)

특실디상

심판처리 현황 (2005∼2016)

특실디상

심판청구 인용 현황 (1999∼2016)

특실디상

특허법원 소제기 현황 (1999∼2016)

특실디상

특허법원 판결 현황 (2003∼2016)

특실디상

대법원 판결 현황 (2003∼2016)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 ( ) 안은 지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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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디상

2. 특허청 , IPSS
구분

지표명
연도별 출원
개인ㆍ법인별
내외국인별
대리인 유무별
출원인 국적별
주체별(8)
시도별
남녀별
권리별 다출원인 순위
우선권 주장 선출원 국가별
국제특허분류(IPC)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기술분야별
산업부문별
물품류별 디자인
분류별(8)
산업디자인 국제분류(로카르노)별 디자인
권리구분별 상표
상표유형별
국제상품분류(NICE)별 상표
국제특허(PCT)
국제출원(3)
국제디자인 출원(Hague)
국제상표 출원(Madrid)
월별출원
기타 및 특정분야
대리인 유무별 전자출원
(3)
기초지자체별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총괄)
연도별 심사처리(총괄)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
우선심사 신청 및 처리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심사(11)
내외국인별 심사청구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 및 처리
심사처리 및 미처리 내역
디자인 심사ㆍ일부심사별 업무처리
심사처리 상세 내역
디자인ㆍ상표 이의신청
총괄(1)
연도별(총괄)
개인법인별
내외국인별
대리인 유무별
권리자 국적별
시도별
주체별(10)
남녀별
권리별 다등록인 순위
내외국인별 존속권리
권리자 국적별 존속권리
내외국인별 사용권 설정
총괄(1)

출원
(23)

등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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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기술분야별
산업부문별
물품류별 디자인
분류별(8)
산업디자인 국제분류(로카르노)별 디자인
권리구분별 상표
상표유형별
국제상표분류(NICE)별 상표
기타 및 특정분야 월별등록
기초지자체별 등록
(2)
연도별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총괄)
심판청구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청구인ㆍ피청구인별 심판청구
청구인 국적별 심판청구
심판(12)
심판종류별 청구 및 처리
심판처리
심판청구 인용 현황
특허법원 소제기 및 소처리
특허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권리별 출원
권리별 등록
권리별 존속
국제(7)
주요국 특허청(IP5)간 특허출원
주요국 특허청(IP5)간 특허등록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기술분야별
국가별 국제특허출원(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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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식재산관련 통계정보 및 분석보고서 만족도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은 특허넷을 통해 수집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정보와 분쟁 정
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통계 , 지식재산 통계 FOCUS ,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의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
구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선진화 세
부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지식재산 통계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 통계서
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보완점, 제공되었으면 하는 분석지표 등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향후 통계서비스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성욱 부연구위원
lsw0005@kiip.re.kr

※
■
■
■

본 설문조사에 대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사 기 관 : (주 )리 서 치 뱅 크
조사 담당자 : 실장 서 은 주
연 락 처 : 02 -7 5 2 -6 2 0 2 (代 )/F ax : 02 -3 6 4 -6 2 0 7/E -m a il : su rve y@ re se a rc h b a n k .c o .k r

※ 참고사항
지식재산 통계서비스의 정의 :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정보 및 공보를 기반으
로 작성된,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건수, 출원인 특성(성별, 국
적), 출원지역, 출원 지식재산의 특성(IPC분류/기술분류/상품분류 등) 등과 관련하
여 제공되는 통계정보와 지식재산관련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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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귀하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지식재산권 통계 ,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 지식재산 통계연보 , 지식재
산 통계 FOCUS ,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1), 아니면(2))
① 예(2번~5번 문항)
② 아니오(6번 문항으로)
문 2.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① 연 4회 이상
② 연 4회 미만
③ 횟수는 모르지만 수시 이용
④ 과거 이용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음
=> (5번 문항으로)
문 3.
①
②
③
④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통계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복수응답)
지식재산권 통계 및 통계연보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지식재산권 통계분석 보고서(지식재산 통계 FOCUS 혹은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문 4.
①
③
⑤
⑥
⑦

통계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관심기술의 선행조사
②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선행조사
지식재산 이전·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④ 정책 및 전략보고서 작성
보고서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단순 동향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기타(
)

문 5.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통계정보를 과거 이용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상 현재 통계정보를 이용하지 않음 ② 타 기관(기업)의 통계정보 이용
③ 필요한 통계 및 지표가 없음
④ 제공되는 지표의 신뢰성이 낮음
⑤ 제공 시점이 늦어 활용하지 않음
⑥ 기타(
)
문 6. (1번 문항에서 ‘② 아니오’를 답하신 경우에만 해당)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식재산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② 통계를 이용하지 않는 업무
③ 외부기관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이용
④ 기타(
)

특허청에서 작성하는 지식재산권 통계 (승인통계 138001)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7. 지식재산권 통계를 수집하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특허청 ② KIPRIS Plus(특허정보원) ③ 통계청 ④ 기타(
⑥ 이용경험 없음 => 문 10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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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8. 지식재산권 통계에서 주로 이용하는 통계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복수응답)
통계 자료

응답

1.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 심사 · 등록 통계

□

2. 출원인 특성별 출원·심사·등록통계(국적, 성별, 지역, 지자체 등)

□

3. 기술분류별 출원 · 등록 통계(특허·실용신안)

□

4. 국제 특허 부류별 출원 · 등록 통계(특허·실용신안)

□

5. 산업분야별 출원 · 등록 통계(특허·실용신안)

□

6. 물품 분류별 디장인 출원 · 등록 통계

□

7. 부문 분류 및 유형별 별 상표 출원 · 등록 통계

□

8. 특수 분야 특허 통계(생명공학, BM)

□

9. 산업재산권 상태, 등록, 분류, 심판 등 행정 정보 통계

□

10. 연도별 심판 통계

□

11. 심판 청구건수 통계(청구인 국적, 청구인·피청구인 특성, 기술분야 등)

□

12. 처리건수(심판 종류별 청구 및 처리 건수, 인용현황 등)

□

13. 소송 통계(특허법원, 대법원)

□

14. 영문초록 및 국문번역 초록

□

문 9.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
자료의
종류
자료제공
형태
자료의
검색
자료의
이해
기타
개선점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혀 없다 ------------ 필요한 통계정보가 있다 ------------ 모두 있다
불편하다 -------------- 활용에 불편함이 없다 -------------- 편리하다
불편하다 ------------ 자료검색에 불편함이 없다 ------------ 편리하다
이해가 어렵다 ---------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 이해하기 쉽다
무응답자 skip

문 10. 지식재산권 통계 서비스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통계나 지표가 있으십니까?
무응답자 skip

특허청에서 작성하는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승인통계 138002)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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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통계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복수응
답 가능)
① 특허청
② KIPRIS Plus
③ 통계청
④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⑤기타(
)
⑥ 이용경험 없음 =>문 14로 가시오
문 12.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통계는 어떤 것입니까?(복수응답)
통계 자료

응답

1.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의 방향과 전략

□

2. (기업) 외부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의 방향과 전략

□

3.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보호의 방향과 전략

□

4. (기업/대학·공공연)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등록 실적(특허, 디자인, 상표)

□

5.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인식도

□

6.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활용의 방향과 전략

□

7.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매각 또는 이전 실적

□

8. (기업/대학·공공연)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활용현황

□

9. (대학·공공연) 기업 등에 이전되거나 실험실 창업,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중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권리의 비율

□

10.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련 인력 및 시스템

□

11. (기업/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련 활동비(출원/심사/유지 비용, 관련 제경비)

□

12. (기업/대학·공공연) 직무발명 보상 및 직무교육 여부

□

문 13.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의 통계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의
종류
자료제공
형태
자료의
검색
자료의
이해
기타
개선점

매우
다소
대체로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
□
□
□
□
□
□
전혀 없다 ------------ 필요한 통계정보가 있다 ------------ 모두 있다
□
□
□
□
□
□
□
불편하다 -------------- 활용에 불편함이 없다 -------------- 편리하다
□
□
□
□
□
□
□
불편하다 ------------ 자료검색에 불편함이 없다 ------------ 편리하다
□
□
□
□
□
□
□
이해가 어렵다 ---------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 이해하기 쉽다
무응답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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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통계나 지표가 있으십니까?

지식재산 통계 FOCUS 와

통계로보는 특허 동향

등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 15.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를 구독하시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② 특허정보원 홈페이지
③ 메일링 서비스
① 특허청 홈페이지
④ 기타(
)
⑤ 이용경험 없음 =>문17로 가시오
문 16. 지식재산 통계분석 보고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제의
다양성
주제의
시의성
분석의
품질
분석의
활용성
가독성

매우
다소
대체로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
□
□
□
□
□
□
없다 -------------- 관심있는 분석정보가 있다 -------------- 많다
□
□
□
□
□
□
□
낮다 --------------- 최근 이슈를 반영한다 --------------- 높다
□
□
□
□
□
□
□
매우 불만족 ------------ 분석 결과에 만족한다 ------------ 매우 만족
□
□
□
□
□
□
□
매우 낮음 --------- 분석 결과를 업무에 활용한다 --------- 매우 높음
□
□
□
□
□
□
□
매우 어렵다 ----------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매우 쉽다

기타
개선점

무응답자 skip

문 17. 통계분석보고서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분석지표가 있으신가요?
a. 희망 분석 주제
무응답자 skip

b. 희망 분석 지표
무응답자 skip

응답자의 일반사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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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귀하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① 교육기관 ② 연구기관
③ 기업

④ 공공기관

⑤ 공무원

⑥ 기타

문 19. 귀하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
① 지식재산 동향 분석
② 지식재산 관련 교육
③ 지식재산 창출 (연구자)
④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관리
⑤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 연구
⑥ 지식재산 서비스업
⑦ 변리업
⑧ 기타(
문 20. 귀하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관심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식재산 창출
② 지식재산 활용
③ 지식재산 제도
④ 지식재산 정책
⑤ 지식재산 보호
⑥ 기타(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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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유형별 권리별 통계지표 POOL
1. 출원
특허
세계 특허 접수 건수 동향
관청별 출원 접수건수 동향
관청별 내외국인의 출원 접수건수 동향
내국인의 해외 관청별 출원 접수건수
출원인 국적별 출원 접수 건수 동향
접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동향
주요국 접수건수
접수관청별 전자출원 동향(출원율)
출원인 국적별 전자출원 동향
내외국인별 최초 접수관청 동향
관청별 PCT 출원 접수 후 국내단계 진입 건수
관청별 내/외국인별 PCT 출원 접수 후 국내단계 진입 건수
세계 특허 출원 건수 동향
관청별 출원건수 동향
지역별 관청의 출원건수 동향
권역별 출원된 특허 건수
관청별 출원 접수 순위
관청별 지역별 내/외국인의 출원건수 동향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동향
출원인 국적별 다출원 동향(순위)
출원인 국적별 다출원인 동향(순위)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동향
관청별 내외국인 출원건수 도향
IP5국가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동향
주요 국가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동향
출원인 국적별 상위 국가의 출원건수 동향
출원경로별 세계 출원 건수
관청별 출원경로(직접/PCT)별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경로별 내외국인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경로별 PCT 국내단계 집입 건수
국적별 출원경로별(직접/PCT) 출원건수
국적별 출원경로별 국내단계 진입건수
출원인 유형별(개인,기업,공공기관, 정부, 대학 등) 세계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인 유형별(개인,기업,공공기관, 정부, 대학 등)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인 유형별 출원경로별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별 국내 중소기업의 PCT 출원 건수
WIPO35 기술유형별 세계 출원건수 동향
관청별 출원인 유형별 WIPO35 기술별 출원건수
관청별 WIPO35 기술유형별 출원 동향
출원인 국적별 WIPO35 기술 유형별 출원동향
출원인 국적별 WIPO35 기술 유형별 국내단계 진입 기간
특허분류(IPC)별 세계 출원 동향
특허분류(IPC)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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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IPC)별 관청별 출원동향
특허 분류(IPC)별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 동향
관청별 부분/분리 출원 건수
접수 관청별 국적별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
출원인 거주국의 소득 수준별 출원건수 동향
출원인 거주국의 소득 수준별 관청별 출원건수 동향
출원인 거주국의 소득 수준별 관청별(지역/권역) PCT 국내단계 진입 건수 동향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다출원 국가 동향
관청별 WIPO35 기술유형별 다출원인 동향
관청별 출원인 유형별 다출원인 유형별 동향
접수 관청별 중소기업 기준 다출원인 동향
국가별 인구당 출원건수 동향
패밀리 특허 출원 건수
관청별 패밀리 지정된 특허 건수
출원인 국적별 패밀리 특허 출원 건수
관청별 접수된 패밀리 특허 총 건수
실용신안
관청별 실용신안 출원 접수 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관청별 다출원 국가 순위
관청별(국내) 다출원인 순위(중소기업)
관청별 내외국인의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별 실용신안 출원 접수 건수
주요국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특허 분류(IPC)별 실용신안 출원건수
특허분류별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출원인 유형별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지역별 전자출원 접수 건수
출원인 거주국 소득 수준별 출원건수
출원인 거주국 인구 규모별 출원건수
디자인
관청별 출원건수
관청별 내외국인의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주요국 관청별 출원건수
주요국 관청별 내외국인의 출원 비중
지역/권역별 출원건수
출원경로(직접/hague)별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별 출원 경로별 출원건수
디자인 분류별 출원된 디자인수
관청별 출원된 디자인의 수
국적별 디자인 분류별 출원건수
디자인 분류별 국제출원시 국가별로 지정된 디자인의 수
출원 경로별 출원건수
국제출원에서 출원된 디자인의 수
국제출원시 지정 국가별 디자인의 수
국제출원시 국가별 지정된 건수
국제 출원시 지역/권역별 지정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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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시 지정한 국가별 디자인 분류별 출원된 디자인 수
상표
관청별 출원건수
관청별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출원건수
IP5국의 출원건수
주요국별 출원건수
지역/권역별 출원건수
출원경로(직접/Madrid)별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경로별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별 출원경로별 출원건수
상품분류(NICE)별 출원건수
관청별 상품분류별 출원건수
관청별 상품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별 상품분류별 출원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상품분류별 출원건수
출원언어별 국제 출원건수
출원 언어별 대리인 활용 유무별 출원건수
출원인 거주국 소득규모별 출원건수
국제출원시 지정한 국가의 수
관청별 국제출원시 지정한 상표 출원건수
출원인 국적별 국제출원시 지정국가 지정 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국제출원시 국가를 지정한 출원건수

2. 심사
종합
심사청구건수
주요국별 심사청구건수
지역별 심사청구건수
출원인별 심사청구건수
평균 심사처리기간
주요국별 심사처리기간
빠른작업 처리기간
IP5 관청별 심사관수
관청별 우선심사 심청 건수
관청별 우선심사 처리기간
국제조사 및 국내 조사건수
이의신청 건수
이의신청 처리내역
이의신청 처리기간
특허
관청별
관청별
관청별
관청별

심사청구 건수
출원과 심사청구시점별 심사청구건수
국제분류별 심사청구 건수
일사 심사착수전 취하/포기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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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별 처리실적
관청별 심사 미착수 건수
관청별 다출원국에서의 미착수 건수
관청별 심사처분실적
관청별 심사 처리기간
관청별 기술분야별 심사처리기간
관청별 1차심사 기간
관청별 빠른심사 기간
관청별 FA 기간
관청별 평균 청구항수
PCT 출원건의 평균 청구항수
관청별 우선권 증명 발급 건수
결정계 특허 재심사 건수
보충심사 건수
실용신안
관청별 심사 처리 실적
관청별 우선권 증명 발급건수
디자인
관청별
관청별
관청별
관청별
관청별

심사처리 실적
심사처리 기간
FA 기간
심사처분 실적
우선권 증명 건수

관청별
관청별
관청별
관청별

심사처리 실적
심사처리 기간
FA 기간
우선권 증명 건수

상표

3. 등록 및 갱신 ․존속
종합
등록건수
주요관청별 등록 건수
지역별 존속건수
권리별 관청별 내외국인의 존속건수
특허
출원 루트별 등록 건수
관청별 출원건수
관청별 내외국인의 등록건수
지역/권역별 등록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등록 현황
관청별 등록건수 (EPO는 특허 평가수)
출원인 국적별 IP5에 등록된 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WIPO35 기술유형별 등록건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건수
(국내) 등록 특허의 권리 변화에 따른 통계(상속, 합병, 실시권설정, 이전, 임시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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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다출원인 통계
관청별 다출원인 순위
패밀리 특허 건수
국가별 국제 특허등록에서 국가를 지정한 수
관청별 갱신건수
관청별 발행연도별 연장 비율
존속건수 추이
관청별 존속건수 현황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 등록 및 존속건수 현황
관청별 평균 존속 기간(IP5)
(국내) 중소기업의 등록건수
출원인의 거주국 소득 수준별 특허 등록 현황
관청이 속한 국가의 소득 수준별 특허등록 현황
효력화된 특허 등록 건수(EPO의 경우 개별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효력 발생)
권리자 1인당 평균 특허 등록 건수
실용신안
신용신안 등록 추이
관청별 실용신안 등록 추이
주요국의 실용신안 등록 추이
출원인 국적별 등록 건수
관청별 내외국인별 등록건수
지역/권역별 등록 건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건수
(국내) 등록 특허의 권리변화 현황(상속, 합병, 실시권 설정, 이전, 임시등록 등)
출원인 국적별 다출원인 통계
(국내) 중소기업의 등록건수
디자인
디자인 등록건수 추이
관청별 디자인 등록건수 추이
출원인 국적별 디자인 등록건수 추이
출원인 국적별 등록 디자인의 국가지정수
관청별 내외국인별 등록건수
지역/권역별 등록건수
디자인 분류별 등록건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디자인 분류별 디자인 수
(국내) 권리 변화(상속, 합병, 실시권 설정, 이전, 임시등록 등)에 따른 통계
국적별 다출원인 통계(순위)
출원 경로별 디자인 등록건수 추이
헤이그 출원 건수
출원인 국적별 헤이그 등록 디자인의 국가 지정수
국가별 지정 된 건수
국제 디자인 등록 거절 동향
헤이그 지정 국가(관청)별 등록 거절 동향
국제 등록에 포함된 디자인 수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등록 건수
등록권자 규모별 유효한 국제 등록건의 보유분포
갱신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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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별 국제등록 갱신 동향(IP5)
헤이그 등록 갱신 디자인 권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
헤이그 회원의 등록 갱신 지정 수
상표
상표 등록건 추이
관청별 등록 추이
출원인 국적별 등록건수 추이
관청별 내외국인의 등록건수 추이
지역별 등록건수 추이
상품분류별 출원건수 추이
관청별 상품분류별 출원건수 추이
국적별 상품분류별 출원건수 추이
관청별 상품분류별 등록된 상품의 수
출원인 국적별 상품 분류별 등록된 상품의 수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상품분류별 등록된 상품의 수
출원 경로별 등록건수 분포
관청별 등록상표의 지정 국가 수
출원인 국적별 등록 상표의 지정된 국가수
관청별 마드리드 등록상표의 사후 지정된 국가 수
출원인 국적별 마드리드 등록상표의 사후 국가 지정 수
주요 지정국에서 다등록 3개국의 사후 지정 건수
갱신 건수
국제 등록 갱신시 지정국 동향
국제 등록 갱신시 지정국의 순위
마드리드 회원구그이 국제등록/갱신 상세 내역
관청별 발행연도별 갱신 비율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국제 등록 상표의 갱신 현황
관청별 출원인 국적별 국제 존속 상표 등록 현황
존속건수
유효한 존속 등록 건의 지정 동향
다등록 국가의 국제 존속 등록 동향
등록 권리당 국제 존속 등록건수 분포
상표 분류별 존속 등록 상표 동향
(국내) 권리 변화(상속, 합병, 실시권 설정, 이전, 임시등록 등)에 따른 통계
국적별 다출원인 통계(순위)
(국내) 중소기업의 등록 건수
(국내) 등록, 갱신, 공개된 상표 정보
마드리드 회원국의 국제 등록 및 갱신 상세내용
(국내) 상표 등록과 갱신을 위한 출원과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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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PATSTAT DB의 테이블별 정보
1. PATSTAT EP 테이블 정보
no.

테이블

키값

필드수 /
Char.

1

REG101_APPLN

ID

2

REG102_PAT_PUBLN

ID, BULLETIN_YEAR, BULLETIN_NR, PUBLN_KIND,
PUBLN_DATE

8 / 39

3

REG103_IPC

ID, CHANGE_DATE

5 / 523

4

REG106_PRIOR

5

REG107_PARTIES

ID, SET_SEQ_NR, TYPE, SEQ_NR

6

REG108_APPLICANT_STATES

ID, SET_SEQ_NR, SEQ_NR, COUNTRY

7 / 22

7

REG109_DESIGN_STATES

ID, SET_SEQ_NR, TYPE, SEQ_NR

6 / 175

8

REG110_TITLE

ID, CHANGE_DATE, BULLETIN_YEAR,
BULLETIN_NR, TITLE_LG

6 / 1525

9

REG111_LICENSEE

ID, BULLETIN_YEAR, BULLETIN_NR,
LICENSEE_SEQ_NR

16 / 1608

10

REG112_LICENSEE_STATES

11

REG113_TERMS_OF_GRANT

ID, CHANGE_DATE, LAPSED_COUNTRY

6 / 33

12

REG114_DATES

ID, BULLETIN_YEAR, BULLETIN_NR, DATE_TYPE,
EVENT_DATE

7 / 41

13

REG117_RELATION

ID, CHILD_ID, RELATION_TYPE

3 / 30

14

REG118_PREV_FILED_APPLN

ID, BULLETIN_YEAR, BULLETIN_NR

6 / 33

15

REG125_APPEAL

ID, APPEAL_DATE, APPEAL_NR,
DATE_STATE_GROUNDS_FILED,
DATE_INTERLOC_REVISION, RESULT_ID,
RESULT_DATE

8 / 75

16

REG401_APPEAL_RESULT

RESULT_ID

2 / 52

17

REG127_PETITION_RVW

REVIEW_NR

7 / 225

18

REG128_LIMITATION

ID, LIMIT_SEQ_NR

8 / 101

19

REG130_OPPONENT

ID, CHANGE_DATE, BULLETIN_YEAR,
BULLETIN_NR, OPPT_NR

20

REG135_TEXT

ID, BULLETIN_YEAR, BULLETIN_NR, TEXT_LG

6 / 280

21

REG136_SEARCH_REPORT

ID, BULLETIN_YEAR, BULLETIN_NR, PUBLN_KIND

11 / 52

22

REG201_PROC_STEP

ID, STEP_ID

11 / 123

23

REG202_PROC_STEP_TEXT

ID, STEP_ID, STEP_TEXT_TYPE

4 / 421

24

REG203_PROC_STEP_DATE

25

REG301_EVENT_DATA

ID, EVENT_DATE, EVENT_CODE,

6 / 61

26

REG402_EVENT_TEXT

EVENT_CODE

2 / 285

합계

10 / 252

9 / 64
18 / 1595

5 / 27

24 / 3157

4 / 52

필드명 중복 포함

205 / 10612

필드명 중복 제외

113 / 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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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STAT Global 테이블 정보 및 필드 수
테이블 명

킷값 및 필드 수

필드수 /
Char.

1

TLS201_APPLN

APPLN_ID, DOCDB_FAMILY_ID

26 / 252

2

TLS202_APPLN_TITLE

APPLN_ID

3 / 3011

3

TLS203_APPLN_ABSTR

APPLN_ID

3 / 12011

4

TLS204_APPLN_PRIOR

APPLN_ID, PRIOR_APPLN_ID

3 / 21

5

TLS205_TECH_REL

APPLN_ID, TECH_REL_APPLN_ID

2 / 18

6

TLS206_PERSON&TLS906_PERSON

PERSON_ID

7

TLS207_PERS_APPLN

PERSON_ID, APPLN_ID, APPLT_SEQ_NR,
INVT_SEQ_NR

4 / 26

8

TLS209_APPLN_IPC

APPLN_ID, IPC_CLASS_SYMBOL

7 / 37

9

TLS210_APPL_N_CLS

APPLN_ID, NAT_CLASS_SYMBOL

2 / 24

10

TLS211_PAT_PUBLN

PAT_PUBLN_ID, APPLN_ID

9 / 150

11

TLS212_CITATION

PAT_PUBLN_ID, CITN_ID

9 / 58

12

TLS214_NPL_PUBLN

NPL_PUBLN_ID

13

TLS215_CITN_CATEG

PAT_PUBLN_ID, CITN_ID, CITN_CATEG

3 / 14

14

TLS216_APPLN_CONTN

APPLN_ID, PARENT_APPLN_ID, CONTN_TYPE

3 / 21

15

TLS222_APPLN_JP_CLASS

APPLN_ID, JP_CLASS_SCHEME,
JP_CLASS_SYMBOL

3 / 64

16

TLS223_APPLN_DOCUS

APPLN_ID, DOCUS_CLASS_SYMBOL

2 / 59

17

TLS224_APPLN_CPC

APPLN_ID, CPC_CLASS_SYMBOL, CPC_SCHEME

7 / 45

18

TLS226_PERSON_ORIG

PERSON_ORIG_ID

19

TLS227_PERS_PUBLN

PERSON_ID, PAT_PUBLN_ID, APPLT_SEQ_NR,
INVT_SEQ_NR

4 / 26

20

TLS228_DOCDB_FAM_CITN

DOCDB_FAMILY_ID, CITED_DOCDB_FAMILY_ID

2 / 18

21

TLS229_APPLN_NACE2

APPLN_ID, NACE2_CODE

3 / 15

22

TLS230_APPLN_TECHN_FIELD

APPLN_ID, TECHN_FIELD_NR

3 / 12

23

TLS231_INPADOC_LEGAL_EVENT

APPLN_ID, EVENT_SEQ_NR

24

TLS801_COUNTRY

CTRY_CODE

9 / 135

25

TLS803_LEGAL_EVENT_CODE

EVENT_AUTH, EVENT_CODE

7 / 763

26

TLS901_TECHN_FIELD_IPC

IPC_MAINGROUP_SYMBOL

4 / 110

27

TLS902_IPC_NACE2

IPC, NOT_WITH_IPC, UNLESS_WITH_IPC,
NACE2_CODE

6 / 180

28

TLS904_NUTS

NUTS3

2 / 255

합계

15 / 3098

21 / 7947

21 / 6273

필드명 중복 포함

220 / 43907

필드명 중복 제외

189 / 4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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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9255

[부록 5] 특허의 실시정보와 KSIC 정보
실시권
설정연도

출원번호

IPC
subclass

접수서류명

등록원인

허여자명

실시권자명

실시자
KSIC

2014

1019910018259

C07D

전용실시권

허락

브OOO-OOOOOOOOOOOOOO

유OOO OOOOOOOO

G46

2016

1019920018122

C07C

전용실시권

허락

와OOO OOO OOO

한OOOOOOOOOO

G46

2014

1019950007582

E02D

통상실시권

허락

덴OOOOOOO(주)

F42

(주)샌OOOOOO

F41

2014

1019950007582

E02D

통상실시권

허락

덴OOOOOOO(주)

F42

(주)성OOOO

F42

2014

1019950007582

E02D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덴OOOOOOOOOOOO

F42

(주)정OOOO

F42

2014

1019950007582

E02D

통상실시권

허락

덴OOOOOOO(주)

F42

성OOOOO㈜

F42

2014

1019950007582

E02D

통상실시권

허락

덴OOOOOOO(주)

F42

월OOOOOO(주)

F42

2014

1019950021738

C07C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얀O OOOOO OOO

주OOO OOOO

C21

2015

1019950026937

E01D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정OO

평OOOOOOOOOO

F42

2015

1019950035547

E01C

전용실시권

허락

최OO

주OOO OO

C20

2014

1019960015893

B32B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에OOOOOOOOOO

C20

부OOOOO(주)

F42

2014

1019960018562

B23K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현OOO OOOO

C31

주OOO OOOOO

C24

2014

1019960027476

G05F

통상실시권

허락

하OOOOOO OOOO

G47

주OOO OOOO

C28

2014

1019960027476

G05F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주OOO OOOO

C28

하OOOOOO OOOO

G47

2014

1019960028936

C22B

통상실시권

허락

주OOO OOOO

C29

주OOO OOOOOO

C29

2015

1019960031379

C04B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한OOOO(주)

C23

덕OOOOOOOOO

F41

* 연계표 예시 분석을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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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여자KSIC

[부록 6] JPO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서 분석 목록
일반
2000

자원 절약 · 장수 명화 주택/ 환경 측정 · 분석 기술/
특허에서 본 전자 게임 산업의 미래상/ 고성능 광섬유/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2001

도시 기반 복구 기술/ 전자 잠금 시스템/ 반도체 노광 기술/
나노 기술의 응용 - 탄소 나노 튜브, 광 반도체, 스캐닝 프로브 현미경 -

2002

의료 영상 진단 장비/ 건설 IT 기술/ 포토 마스크

2003

PDP 디스플레이 제어/ 광 집적 회로/ 전자지도 (GIS) 이용 기술

200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 및 제조 방법/ 자연 재해 대책 관련 기술

2005

유기 EL 소자/ 내시경/ 액정 표시 장치의 화질 향상 기술

2006

줌 렌즈 시스템 기술/ 전자 사진 장치의 전체 제어 기술/
나노 기술의 응용 -탄소 나노 튜브, 광 반도체, 스캐닝 프로브 현미경-(13년 갱신)

2007

바이오 센서 - 효소 · 미생물을 이용한 전기 화학 측정 -/
열섬 대책 기술 - 녹색 기술과 기능성 포장 -/ 전자 게임 (12 년 갱신)

2008

태양 전지/ 차량용 시정 및 정제 기술/ 포토 마스크 (14 년 갱신)

2009

가속도 센서/ 유기 EL 표시 장치의 구동 기술/ 무테 인쇄 기술

2010

화장실 청소 장비/ 전자 사진 장치의 정착 기술/ 골프 클럽과 골프 공

2011

전자 종이 / 의료 영상의 이용 기술

2012

태양 전지

2013

프린터 기술/ 사회 인프라 유지 관리 기술/ 3D 프린터

2014

내시경/ 교육 시스템/ 수확 · 탈곡기/ 농업 관련 기술/ 방재 · 감재 관련 기술

2015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냉 음극 형 전자 원/ 액정 표시 소자/ 파워 레이저

2016

배터리 테스트 및 상태 감지/ 이동 체용 카메라/ 시설 원예 농업

2017

초음파 진단 장치/ 유기 EL 장치/ 차세대 광섬유 기술
기계

1999

특허에서 본 용기 포장 분야의 환경 기술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00

의료 기기 / 공급망 관리 / 자동차와 환경

2001

로봇 / 항공기(민수용) / 자동차의 조종 안정성 향상 기술 / 자동차의 승무원 · 보
행자 보호 기술

2002

자연 냉매를 이용한 가열 냉각 / 차세대 공작 기계 (정밀 · 고효율 · 친환경 · 초
정밀 기계 가공 기술)

2003

네트워크 관련 POS / 네비게이션 시스템 / 첨단 암 치료 장비

2004

방전등 점등 회로 / 비철 금속 재료의 용접 / 회전기구의 진동 방지

2005

다기능 공기 조화 기 / 인공 기관 / 이미지 기록 장치의 기록 매체 취급 기술 /
전동기의 제어 기술

2006

경보 시스템 / 반도체 세정 기술 / 로봇 (13 년 갱신)

2007

디젤 엔진의 유해 배출 물질 저감 기술 / 반도체 가공 기술 / 자연 냉매를 이용
한 가열 냉각 (14 년 갱신)

2008

전기 추진 차량 기술 / 다층 프린트 배선 기판 / 네트워크 관련 POS (15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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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LED 조명 / 다용도 免振 · 제진 · 제진 시스템 / 공급망 관리 (12 년 갱신)

2010

풍력 발전 / 레이저 가공 기술 / 첨단 암 치료 장비 (15 년 갱신)

2011

이온 발생 장치 및 그 응용 기술

2012

고효율 조명 / 파워 컨디셔너

2013

로봇 / 자동 운전 자동차 / 타이어 / 구조 재료 접합 기술

2014

차세대 해양 산업 / 최소 침습 의료 기기 (순환기 카테터 및 관련 기기) / 공기
조화 기 (에어컨) / 자동차 엔진의 연소 기술 / 철도 차량

2015

자동차 용 예방 안전 기술 / 철도 관제 시스템 / 터닝 센터와 머시닝 센터 / 풍력
발전 / 항공기 · 우주 기기 관련 기술

2016

스마트 매뉴팩처링 기술 / ASEAN 각국과 인도의 자동차 기술의 출원 동향 / 인
공 장기 / 고효율 화력 발전 · 발전 용 가스 터빈

2017

자동 주행 시스템의 운전 제어 / 식품 용지 기 / 재활 장비
화학

1999

특허에서 본 유전자 재조합 작물에 대해 - 재조합 쌀을 둘러싼 상황 - / 생명 공
학의 환경 기술에의 응용 (1)

2000

생명 공학의 환경 기술에의 응용 (2) / 바이오 기술의 의료 분야에의 응용 / 생명
공학 원천 기술 / 칩 크기 패키지 / 연료 전지 / 박막 형성 기술 / 강판의 제조 /
나노 구조 재료 기술

2001

IT 시대의 구현 기술 - 시스템 인 패키지 기술 - /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기술 / 포스트 게놈 관련 기술 - 단백질 수준에서의 분석과 IT 활용 - / 고체 폐
기물 및 오염 토양의 처리 기술

2002

생명 과학 / SOI (Silicon On Insulator) 기술 / 반도체 설계 지원 (EDA) 기술 / 환
경 저 부하 에너지 기술·나노 기술 - 상향식 기술을 중심으로 - / 선진 안전 자
동차 (운전 부하 경감 기술)

2003

포스트 게놈 관련 기술 –산업에의 응용- / 재생 의료 / 광촉매 / 반도체 테스트
및 측정 시스템 / LSI의 다층 배선 기술

2004

잉크젯 용 잉크 / 자동차 경량화 기술 / 유전자 관련 장비 기술 / 반도체 제조 장
치 프로세스 관리 기술

2005

마그네슘 합금 구조용 재료의 제조 기술 / 색소 증감 형 태양 전지 / RNAi (RNA
간섭)

2006

연료 전지 (12년 갱신) / 포스트 게놈 관련 기술 -단백질 수준에서의 분석과 IT
활용-(13년 갱신) / 나노 임프린트 기술과 수지의 서브 마이크로 성형 가공 기술

2007

메탄 하이드레이트 / 줄기 세포 관련 기술 / 고체 폐기물 및 오염 토양의 처리
기술(13년 갱신)

2008

바이오 기반 폴리머 관련 기술 / 마이크로 어레이 관련 기술 / 재생 의료 (15년
갱신)

2009

리튬 이온 배터리 / 전도성 고분자 관련 기술 / 광촉매 (15년 갱신)

2010

그린 파워 IC / 약물 전달 시스템 (DDS) / 줄기 세포 관련 기술 (19년 갱신)

2011

연료 전지 (18년 갱신) / 기능성 피부 화장료 / 탄소 재료 및 그 응용 기술 / 수처
리 막

2012

리튬 이차 전지 / 인스턴트 국수 / 인공 광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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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차세대 이차 전지 / 줄기 세포 관련 기술 / 전해 식 수소 제조 및 그 주변 기술

2014

항체 의약 / 고 흡수성 수지 / 철강 재료 (강판 등의 피복) / 철강 재료 (압연 합
금, 열처리) / 바이오미메티쿠스 / 희귀 관련 기술

2015

나노 섬유 / 핵산 의약 / 디스플레이 용 유리 제조 기술 / 페인트 / 향료 관련 기
술 / GTL (Gas to Liquids) 관련 기술

2016

게놈 편집 및 유전자 치료 관련 기술 / 섬유 강화 플라스틱 / 파인 버블 기술 /
물 처리

2017

인간 줄기 세포 관련 기술 / 리튬 이차 전지 (24 년 갱신) / CO2 고정화 · 유효
이용 기술
전기·전자

2000

디지털 텔레비전 기술 / 정보 기기 · 가전 네트워크 제어 / 콘텐츠 기록용 메모리
카드 / 광전송 시스템

2001

디지털 콘텐츠 유통 · 유통에 관한 기술 / 인터넷 프로토콜 인프라 기술 / 높은
기록 밀도 하드 디스크 장치

2002

음성 인식 기술 / 광대역을 지원하는 전산 기술 / 암호화 기술

2003

전자 계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이동 통신 방식 / 휴대폰과 그 응용

2004

컬러 매칭 관리 기술 / 생물 정보학 / IC 태그

2005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 전자 상거래 / 광 픽업 기술

2006

리콘 피규 문제 논리 회로 / 최신 스피커 기술 - 소형 스피커를 중심으로 - / 높
은 기록 밀도 하드 디스크 장치(13년도 갱신)

2007

가라오케 관련 기술 / 생체 인식 데이터의 입력·인식 / 광전송 시스템 (12년 갱신)

2008

인터넷 사회의 검색 기술 / 디지털 카메라 장치 / 정보 기기 · 가전 네트워크 제
어 기술(12년 갱신)

2009

입체 텔레비전 / 무선 LAN 전송 기술 / 암호화 기술 (14 년 갱신)

2010

음악 제작 기술 / 전기 화학 캐패시터 / 전지의 충 방전 기술

2011

인터넷 텔레비전 / 휴대 고속 통신 기술 (LTE)

2012

스마트 그리드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 · 감시 기술 / 터치 패널 이용을 전제로 한
GUI 및 차세대 UI / 광전자 / 자성 재료

2013

빅 데이터 분석 기술 / 스핀 트로닉스 장치 및 응용 기술 / 열전 변환 기술

2014

차세대 무선 LAN 전송 기술 / 비접촉 급전 관련 기술 / 파워 반도체 디바이스 /
제품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등의 역할에 대해 / 인공지능 기술

2015

웨어러블 컴퓨터 / 전기 화학 캐패시터 / 와이어 하네스 / 정보 단말기의 케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정보 보안 기술

2016

차세대 비디오 코딩 기술 / LTE-Advanced 및 5G를위한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 /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비즈니스 / GaN 파워 디바이스

2017

MIMO 기술 / 맨 머신 인터페이스로서 음성 입출력 / 익명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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