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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도래와 선진국들의 특허클레임 및 후발
개도국의 우리 기술모방이라는 양면 대응전략의 돌파구로 국내 첨단기술
분야, 성장유망분야, 벤처기술 분야 및 국내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국가적 기술개발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개발방향제시, 중복투자 방지,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 발굴 및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산업별 핵심기술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종합 분석·정리한
PM(Patent Map. 특허맵; 특허지도)을 작성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PM이란 특허정보의 서지적 사항(출원인, 각종 특허번호
등)을 분류정리하고, 기술내용(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을 분석 가공하여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를 한
눈에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표화한 것으로, PM은 시각성을 높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술동향, 출원인 동향 및 기술분포 동
향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성
한 도표를 말한다. 즉 복잡한 특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으로 표현한 분석결과의 표현으로서,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만들
어지는 결과물이다.
이처럼 PM을 작성하기 위해 분석대상이 되는 특허정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특허정보활용확산정책연구보고서(2002년)에 따르면 첫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적 수준에서의 혁신체제 특성파악이 가능하다. 즉 1차적으
로는 국제기술경쟁력 분석에서부터 특정 국가레벨에서의 기술적 강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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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파악, 혁신주체간 공동연구 현황과 기술적 연계성 등 국가혁신체제
의 혁신능력과 혁신패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주요한 의사결정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둘째, 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전략적 기술기획 수립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특허 분석을 통해 경쟁기업 및 연관기업의 연구개
발전략, 강점과 약점, 기술 포트폴리오구성, 기술활동의 다각화(diversifica
-tion) 및 혁신능력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국가적 수준에
서 세계 주요 기업 및 우리나라 기업의 잠재적 경쟁기업에 대한 특허분석
을 DB화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허정보를 통해 특정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변화의 속도와 발전경로(development path; trajectory), 혁신활동 변화의
패턴 파악 등이 가능하다. 기술의 연계성, 혁신주체간 연관관계, 주요기업
간 제휴관계 등의 분석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서의 기술의 진화방향과 혁
신활동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정보를 국가 수준에서 ⅰ)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혁
신전략 수립에의 활용, ⅱ)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ⅲ) 기초연구력 증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에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허청의 특허정보전산화로 인해 산업계가 받은 경제적 효과를
특허정보활용으로 인한 연구개발기간의 단축과 연구개발비의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개
발기간은 약 21.2% 단축되고, 연구개발비용은 약 11.2% 절감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를 2001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 16조 1,105억원에
적용하면, 2001년 한해 동안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1조 8,043억원
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용의 낭비 억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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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허정보의 활용은 효율적인 R&D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특허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장
점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고, 기술혁신
을 이루어 내어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은 국가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등
에 특허정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24조엔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기술력 분석에
서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971년 특허청내에 기술평가
예측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30여종의 특허통계를 분석하고 있다. 동 자료
를 통해 경쟁국가의 기술 활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 자료는 미국의 연
구개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연구기관(한국전산통신연구원(ETRI))의 특허정보 활용실
태를 보면 그 활용이 아직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
기관의 연구개발 과정에 따른 특허정보의 활용은 크게 연구과제 계획단계
(제안서 작성 및 연구과제 착수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연
구결과 생성단계(특허출원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연구결과
상용화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으로 나눈다면, 특허정보
의 활용은 대부분 특허출원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집중
되어 있으며, 가장 특허정보의 활용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연구개발 계획
단계에서의 특허정보의 수집 및 분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본격적
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
성사업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15개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특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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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초창기에 특허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사
업계획서상에 포함하도록 한 바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서 특허조사를 대행해 준 사례가 있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
발성 사업에 그쳤다.
특허정보의 분석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다
수 기업이나 연구소 등은 자본 및 인력부족으로 그러한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중소 및 벤처기업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착수하기 전 특허기술분석은 고사하고 가장 초보단계인 선행특허기술 조
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보급확대의 한 방편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동향조사사업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PM 제작·
배포사업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정보를 수
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배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허청이 특허정보의 활용 및 보급확대 측면에서 시작한
PM개발사업이 2004년에 1차적으로 끝나는 시점을 앞두고 PM제작, 보급
사업에 관한 향후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즉 PM개발사업을 중장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 방향을 진
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

21세기 지식기반국가건설을 위한 지식재산대약진 정책 추진의 일환으
로 2000년부터 PM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즉 특허청에서는 2000년부터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하여 매년 24개의 신기술과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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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보고서를 작성한 후, 산․학․연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
업은 국내산업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해야할 기
술을 적기에 발굴하고, 우리 산업기술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여 이를 종
합적·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산업계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PM 작성에 따른 인적·시간적·경제적 자원을 절감시킴은 물론 이를 통한
기업간 중복연구 및 대내외 특허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기업
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활용도를 제고시킨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PM을 작성하는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특허청 심사조직 체계별
로 한 해에 24개 과제에 대한 기술동향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2003년 PM개발사업의 추진목적을 살펴보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약 1,822만건(국내 572만건)을 핵심기술분야별로 알
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보급함으로써 ⅰ) 특허기술정보의 산
업기술정책수립, 업계의 R&D 등에 활용, 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특허기술정보의 분석 정리를 통한 기술인프라 체
제구축, ⅲ) 기업의 지재권 창출역량 배가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 보유 확
대 및 불필요한 특허분쟁의 사전예방에의 기여 등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1차 PM개발사업이 2000년에 시작해서 2004년까지 총 120개 기
술과제에 대한 PM이 완성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게 된다. 따라서 이 PM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허청의 PM개발사업과 과학기술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국가기술정보
분석사업의 상호보완의 측면에서 국가기술정보분석사업의 현황 및 이들
사업과의 상호비교를 통한 PM개발사업의 의의 및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일본의 PM사업(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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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대책을 파악하고, 기업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수요기관을 대상
으로 PM 과제수, 분석범위, 분석난이도 등을 파악하여 PM개발물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2단계 PM제작 보급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정보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내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정보활용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특허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특허정보조사, 특허정보분석(PM), 특허정보활용, 특허분석도구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정보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기술정보사업 및 국내 특허정보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국가기술정보사업과 PM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 국가기술지도,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과의 비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KISTI)의 기술분석보고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PM사업의 의의 및 현 위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PM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우선 PM개발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가 일본으
로서, 일본의 PM사업과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
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PM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PM의 업계 활용도 및 인지도,
PM결과물의 국내 기업 활용실태, PM결과물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의
PM활용실태 및 PM개발결과물에 대한 이용 및 활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PM사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PM개발사업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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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제선정, 작성내용 및 범위, 분석대상데이터(특허분석모집단)라는 항
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국가기술정보분석사업과의 상호보완과 PM활용실태 및
PM개발결과물에 대한 이용 및 활용실태 등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바탕으
로 특허정보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특허정보의 활용의 측면에서 PM 제
작 보급사업에 관한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려고 한다. 그리
고 기타 관련된 제언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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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특허정보활용

제1절 특허정보의 의의

과학기술정보를 기술혁신과 연계시켜 정의한 견해에 의하면 과학기술
정보는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자료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사용될 목적으로 가공된 상태라고 하며, 이 과학기술정보는 연구개발 등
의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며, 기술혁신의 기본이 된다.
기술정보는 이미 타인이 이룩해 놓은 연구결과를 파악함으로써 중복연
구방지에 의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결국 기술혁신과정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혁신의
과정이 크게 아이디어형성(idea generation), 문제해결(problem solving),
활용 및 확산이용(implementation and diffu sion)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고 할 때, 기술정보는 아이디어 형성단계에서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서
기술혁신과정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 바로 Patent Map으로서, 이는 현재 존재하는 그 분야의 특
허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 분야에 새롭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이러한 특허기술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기술의 상태
를 가리키는 풍부한 기술정보원이며, 이를 수집·축적하여 관련 技術群으
로 관리하면 산업활동의 방향, 신기술의 개발방향 등의 예측과 기술개발
주제의 선정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응용기술을 개발할 수 있
다는데 있다. 따라서 특허기술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며, 과학기술정보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특허기술정보
는 과학기술정보 전체의 최종결정체이고, 전체 과학기술 공동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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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힘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허정보는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유
통과 이용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허정보의 유통의 과정에
서 정보흐름에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기술혁신과정의 지체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허기술정보 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허기술정보를 이용한
산업발전(기술혁신)이므로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획득 등에
특허기술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특허정보는 기술전략의 수립과 기술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술혁신주체들은 아직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능력의 부
족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정보들이 효과적으로 공급·활용
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전산화 7개년계획』(1992∼1998)을 통해
심사, 등록공보 발행 및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하는 전자
출원 시스템과 특허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한국특허정보원(구; 특허
정보센터)를 설립('95.7) 등을 통하여 특허 정보서비스를 확대했다. 그러나
1차 정보의 공급 확대만으로 특허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특허정보를 가공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1
차 정보만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가공된 정보의 공급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보급확대의 한 방편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동향조사사업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PM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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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정보를 수집·분
석하여 그 결과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을 수작업으로 행하던 기존의 제작방법을 대신하여 ‘주제선정부터 분
석까지 특허지도 작성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특허분석프로그램인 PIAS를
제작 배급하고 있다.

제2절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

Ⅰ. 국내 현황 1)

1. 서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특허정보에 대한 인식부족 등
으로 특허정보 활용이 저조하나, 특허정보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특허청에
서 1999년 특허넷 개통 및 2000년에는 국내․특허DB(KIPRIS)가 구축되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2년 특허분석프로그램(PIAS) 보
급, 2003년에는

미국, 일본, 유럽등 주요국특허까지 활용 할 수 있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내 특허정보조사․분석팀을 설치하고(2002년),
2000년부터 PM개발사업을 실시(년 24개 과제 수행)하는 등 특허분석을
통한 특허정보 활용을 국가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1) 특허청,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확산방안(안), 2002.2에서 관련
된 내용이 상당부분 인용됨(http://www.kip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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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조사․분석팀 (PIU, Patent Intelligence Unit)>
․국가차원의 전략특허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특허청(정보기획과)내에 설
치된 전담팀
․한국특허정보원에 전문조사팀을 두고 각종 전략특허정보 분석 보고서
를 생산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보급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에서 제공하
고 있는 기술분석보고서에는 반드시 특허분석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특허정보 활용이 확대 되
어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유관기관에서도 최근 들어 특허정보 활용을 시
작했으나 조직적․체계적 활용전략은 부재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특허분석 활용
이 시작되어 연구개발업무에 제도화되어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은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2. 국내 특허정보 활용확산 추진 전략

1) 기본방향
∘국가 과학기술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특허정보를 체계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와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제공할 특허정보의 생산․보급 및 활용확
산 인프라 구축

2) 추진 방안
(1) 국가차원의 전략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활용체제 구축
∘특허청은 전략특허정보 조사․분석보고서를 생산하여 국가과학기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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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보고
- 국내 및 선진국의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국가별․기술별 특허 성
장율, 상대활동도(Activity Index) 등 분석
-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국가의 중점연구개발 사업분야에 대한
심층적 분석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략특허정보보고서를 기초로 과학기술정책
의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

(2)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보급 확대
∘온라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 확대(한국특허정보원)
- 현재의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KIPRIS)를 확대하여 2002
년부터 일본, 미국 등 해외특허정보 제공
∘신기술동향 보고서, 신기술분야 PM 등 전문 기술분야별 특허정보
분석서 작성․보급(특허청)
- 2000년∼2002년까지 72개 기술분야에 대하여 PM을 작성보급하
였으며, 2003년도에 24개 분야를 추가하고, 2004년까지 계속
- 향후에 기업용 전략특허정보 분석보고서 생산․보급 추진
․주요 기업간 신기술 이동현황 분석, 다국적 기업의 목표시장
이동현황 분석
․세계 주요연구기관 특허분석(Technology Watch Project)
∘중소기업 등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분석소프
트웨어(PIAS) 개발․보급(특허청)
- 2001년도에 버전 1.0 개발․보급 및 계속 업그레이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정보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허정보지원
센터 확충 및 기능강화(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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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까지 60개소로 확대.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분야에 대
한 특허정보분석 등 지원
(3)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국가 R&D투자 효율성 제고
∘대규모 장기투자 국책연구과제 추진 시 특허 정보 활용
- 광범위한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한 후 투자방향설정 및 추진계
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제도화(연구개발 관련부처)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특허조사 제도화(연구개발 관련부처)
- 기술개발 제안자 또는 과제선정 주관부서에서 선행특허 조사서
를 작성하여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에 활용
- 개발연구 분야에 먼저 적용한 뒤, 응용연구 및 기초연구 분야로
점진적 확대실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정보 환류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처로 환류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청은 출원
내용과 심사결과(특허등록 여부)를 주관부처에 통보
․특허출원시 연구개발 주관부처, 해당 연구사업 등에 대한 정보
를 기록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전 선행기술조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제
도마련
(4) 특허정보 조사․분석 인프라 확대
∘특허정보 조사․분석에 관한 기초연구사업 전개
- 특허정보 조사․분석에 관한 기초이론 및 분석모델 연구
- 국제특허분류체계와 산업분류체계․과학기술 분류체계 등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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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체계 연구
∘전략특허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및 분석보고서 생산
- 전세계 특허문헌의 서지정보․통계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웨어하
우스(data warehouse)를 구축한 후 전문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분석
- 전략특허정보 분석보고서를 생산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유
관기관, 기업 등에 배포
∘민간분야 수요증가에 대비, 전문업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특허정보조사․분석의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특허정보업체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
- 특허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허정보분석사 제도 도입
∘특허정보조사․분석실(PIU, 특허청) 및 한국특허정보원 기능강화

Ⅱ. 선진국 현황 2)

미국, 일본 등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특허정보 조사․분석 결과를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특허청 TAF에서 경쟁국 특허동
향 등을 포함한 분석보고서를 생산하여 국가과학재단, 상무성,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자국의 과학기술․산업의 비
교우위 진단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은 특허정보를 과
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의 목표 설정, 경쟁국과의 비교우위 진단 등에 활
용하고 있다.

2) 미국, 일본의 사례는 ‘R&D와 연계된 특허정보관련 정책동향’자료에서 인용(특
허청 홈페이지 자료실>정책자료>지식공유방자료>정책일반 참조); 특허청, 특허
정보의 활용․확산정책연구 보고서(2002), 9∼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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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특허정보(Patent Indicators)의 국가 정책적 의미>
․기술 변화 방향과 신기술 등장 예측
․특정 국가의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규모 측정
․기초과학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전략 파악

또한 민간기업은 기술 및 제품개발 방향설정 등과 경영전략적 관점에
서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특허정보분석(Competitive Intelligence) 목적>
․R&D 투자방향 설정, 경쟁사의 기술 및 시장분석
․신기술분야 시장 선점, 후발 경쟁사의 추격 견제
․M&A 등을 위한 기업의 무형자산가치 평가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특허정보조사가 일반화되어 있으
며, 연구개발 과제선정단계 및 개발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R&D방
향설정 및 중복투자 최소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조사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 출원서에 기재
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 특허법개정에 의해 동법 제36조
제4항 제2호가 신설되고, ‘선행기술문헌개시’제도가 도입되었다(동년 9월
1일부터 시행).

1. 미국

1) 국가과학재단( 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 DNA Sequence( '02 ), Internet( '03 ) 등 국가적으로 관심사인
기술에 대하여 특허패밀리( Patent Family )를 이용하여 국가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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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동향 분석 등을 위해 “Directorate for Social, Behavioral,
and Economic Sciences”라는 조직운영
- 특허청과 정부 업무 협정를 체결하고 특허정보 분석, 지표 개발
등에서 상호 협력
2) 특허청(USPTO)
- “대학 특허와 R&D의 투자 효율성”을 NSF와 협력하여 분석(’02)
- Bio, 반도체, 로봇 등 통계 중심의 특허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
- 특허동향 분석을 전담하기 위해 기술평가예측팀(TAF)팀이 1971
년에 신설되었으며, 동 조직은 현재 CIO산하에 있음(동 조직의
상위부서는 정보확산실, 정보상품과 등임 )
- 동향분석을 위해 전용DB인 TAF Master data base를 운영 중
-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 발생한 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
의 특수 DB 항목( Government Interest )운영 및 제도화가 정착
3) 기타
- 상무부, 중소기업청, 전미과학아카데미, 전미경제연구소 등에서도
특허정보 분석, 특허지표개발 등을 특허청과 협력하여 추진 중

2. 일본

1) 총리실
-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고 국가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 대강”을 발표 (‘02.7)
- 지식재산전략 대강에는 특허정보 부분이 다수 포함
․연구개발 계획수립 등에서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종
합과학기술회의, 문부과학성 등은 특허청과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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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제공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것
․지식재산 통계를 정비할 것 등이 포함
2) 문부과학성(’01)
-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와 특허분석을 병행
하여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선택과 집중분야를 발굴
3) 특허청
- 1968년 : 수백건의 특허를 분석하는 특허지도작성 시작
- 1986년 : 수천건에서 수십만건의 특허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출
원계통도 작성 사업 시작
- 2003년 : 지적재산전략대강에 의하여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
는 IT, BT 등 중점 8분야에서 통계 작성
- 특허정보분석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기술조사과, 특허정보과 등
운영3)
※ OECD의 특허정보분석 매뉴얼 작성 등에 JPO참여

3) 일본의 조직체계는 부․과․반․계의 구조이며, 과는 우리 나라의 局규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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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특허정보조사 , 분석 (PM) 및 활용

제1절 특허정보조사

Ⅰ. 세계특허출원 동향

세계 각국의 자국인에 의한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00년에 약 92만건
으로 1986년에 약 71만건의 특허출원건수와 비교하여 14년 동안 약30%
증가하였으나, 1990년 이후 해외출원이 자국인에 의한 국내 출원건수를
추월하면서 급증하고 있어,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특허 총 건수
는 약 959만건에 이르러 1986년에 비해 약 7.6배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출원 증가는 미국의 주도로 시작되어 일본 및 유럽국가
의 해외출원건수가 급증하는 것에 기인하며, 이들 3극(미국, 일본, 유럽)의
출원건수 비율이 80%를 넘어, 몇몇 국가들이 전 세계 특허출원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0년은 특허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커다란 전환점을 보이는
년도로 기록되며, 선진국들에 의한 특허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의 세계 특허출원건수추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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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万件>

□전체건수

◊외국에서 출원

△국내에서 출원
자료: WIPO 통계

[세계 특허출원건수 추이]

1999년 세계 각국에 출원된 자국내 특허건수는 약 83만건으로 이중
22%인 18만 6천건이 해외출원되었는데 이들 해외 출원된 총 건수는 약
629만건으로 평균 해외출원 국가수는 1개 특허 당 약 34개 국가에 출원되
었다.
해외출원방법은 PCT를 이용한 특허출원이 7만 4천건, 파리협약에 의
한 각국출원이 11만 2천건으로, PCT출원과 각국 출원비율은 4 : 6으로
PCT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CT를 이용한 해외출원은 1개 특허 당 66개국, 각국특허출원
은 1개 특허 당 약 13개국에 출원하였다.
해외출원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출원된 건수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
으며, 일본 27%, 미국 23%로 3극에 의한 해외특허출원비율이 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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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1999년 각국의 국내 출원인과 외국출원인에 의한 특허건수
로서 순수하게 자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이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국인의 특허출원건수가 독일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각국의 국내 출원인과 외국출원인에 의한 특허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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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미국, 일본, 유럽 3극의 1998년 출원건수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국이 3극 국가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PCT 이용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표 ‘일본․미국․유럽 삼극간의 출원건수’에서 2001년 일본
의 3극에의 특허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 또한 우리가 주시하여야할
부분이다.

2002년 일본연보 자료 참조
(일본-미국 : 미연보2001년, 미국-일본 : 일연보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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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정보조사

1. 조사 대상 국가

세계 특허출원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정보조사는 미국, 일본, 유럽
특허조사로 전 세계특허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 3극간의 활발한 특허출원으로 기술에 따라서는 이들 국가
중 일개국의 특허조사로 만족할 만한 특허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자국출
원만이 아닌 해외출원(세계평균 22%)은 출원인의 입장에서 주요특허로
인정한 만큼,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외국인이 출원하고 있는
미국특허조사가 가장 세계적인 특허조사라고 할 수 있다. PM개발사업에
서도 대상 국가를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유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별로 어느 국가의 기업이 많은 출원을 하는가에 따라 중점
조사 대상국가가 정해진다.

2. 특허정보조사의 종류

특허정보의 검색항목은 누가(출원인, 발명자), 어디서(출원인국가, 지정
국가), 언제(우선권년도, 출원년도, 공개년도, 등록년도), 무엇을(발명의 명
칭, 초록, 특허전문, 국제특허분류, 미국특허분류, 더웬트분류, 일본특허분
류), 기타(인용특허, 우선권주장특허, 특허사무소, 심사관)등이 있으며, 조
사목적에 따라 검색항목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특허정보조사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제조사이며, 특정한 목적으로 특허번호, 기업 및 발명자
조사를 한다. PM개발사업의 경우 이들 모두를 적절히 사용하여 분석대상
의 모집단을 만들고, 분석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22

-제3장 특허정보조사, 분석 및 활용-

조사
종류

검색항목

주제
조사

발명의 명칭
초록
특허전문
특허분류
기업명
발명자명

조사목적
-선행기술조사
-기술동향조사
-특허분쟁처리(특허침해, 이의신청, 심판 등)
-특허가치평가
-연구기획, 특허전략수립
-기술이전, 판매

-특정 특허조사
특허번호
-해외출원여부조사
인용특허
특허번호
-심사경과조사(권리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Patent Family
조사
출원포대 및 등록원부 신청)
Related Patent
-인용한, 인용된 특허조사(인용특허군 확인)
우선권주장특허
-자국내 출원건수 및 내용확인
기업
조사

기업명

-특정 기업 특허동향(특허전략 등)
-기술협력회사조사
-사용 Law Firm 조사(변리사사무소)
-연구인력관리

발명자
조사

발명자

-특정 발명자 특허조사
-기술인력 평가
-연구조직조사

[특허정보조사의 종류]

3. 특허정보조사 목적별 설문조사결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실시한 특허정보조사에 관련한 설문조사4)
결과에서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

4) KISTI ‘기술의 산업연계를 위한 정보분석체제 구축사업’ 보고서(2002) 중 ‘특
허정보분석 기법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분석’부분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임.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을 포함한 특허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 200개 업체 중 51개 업체가 응답(회신율 25%)했는데 응답자를 분
류하면 대기업 14개(총 27.5%), 컨설팅 회사 12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7개,
학교 4개, 연구기관 2개, 기타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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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다음은 특허분쟁처리에 관련한 것으로 이들의 비중이 절반을 넘
고 있다.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며, 이외는 경영정보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PM개발사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항 목

응답수(명)

비율(%)

특허출원관련 특허조사

41

32.3

특허침해관련 특허조사

32

25.2

신제품개발 및 효율적인 R&D투자를 위한 특허조사

25

19.7

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특허조사

12

9.4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분석/개발을 위한 특허조사

9

7.1

기업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특허조사

8

6.3

기타

1

0.8

[특허정보조사의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Ⅲ. 주요 특허테이타베이스(DB)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각국특허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여 어떠
한 기술정보보다도 특허정보는 개방되어 있으며, 이는 특허정보에 대한
권리를 각국 특허청이 가지고 있고 국가기관으로서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료 특허정보DB도 많이 있어, 이들 DB의 특성에
맞추어 패밀리특허확인 및 직접연결, 인용특허관계도, 법적상태, 우선권주
장특허에의 연결 등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들 유료 특
허DB들로는

국내의

WIPS,

FOCUST가

Micropatent, 영국의 WP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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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DB]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ITI)에서
제공하는 국내외(한국․미국․일본․유럽) 특허정보DB와 한국특허정보원
(KIPRIS)이 제공하고 있는 특허정보DB가 있다. 2003년부터는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DB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WIPS의 한국특허DB와 WISDOMAIN의
FOCUST의 한국특허DB를 이용할 수 있다.

[세계 특허DB]
각국 특허정보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 DB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전 세계 수십여개국의 특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세계특
허 정보를 제공하는 DB를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국내에 있는 KISTI, KIPRIS, WIPS, FOCUST를 이용할 수 있으
나,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Derwent Information Inc.에서 만든
World Patent Index와 유럽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INPADOC이 있다. 이
DB들을 통해서 최대 60여 개국의 특허정보를 한번에 검색 할 수 있다.

[유럽 특허DB]
유럽 특허를 제공하는 DB는 개별 유럽국가에 직접 출원한 특허에 대
한 정보가 아니라, 유럽 특허청을 통해 지정국을 선정하여 출원한 특허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유럽 특허청에서 1978년부터의 특허DB를 제공한다.

[개별 국가별 DB]
개별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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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로서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국가별 DB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및 일본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 DB가 가장 우수하고 제공되는
내용도 다른 국가에 비해 풍부하다.

제2절 특허정보분석

Ⅰ. 특허정보 분석(PM) 개요

현재 세계적으로 년간 약 100만건(특허․실용신안)의 새로운 특허정보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과학기술정보의 약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인 기술 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의 도모라는 취지를 구체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사전활동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의 방향 설정과 기술도입, 협상력 제고 및 필요기술만의 전략적
도입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선진외국 및 국내 대기업에서 PM을 오래 전
부터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전 선행특
허조사 없이 연구에 착수하여 시간 및 비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무용지
물이 된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유럽의 경우 특허정보의 부족으로 매년 중복연구 등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5)

5)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patinfopro /index.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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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H 사

연 구

테

마

반도체패키지 제조
21”FST 1.7R0.6P CRT

S 사
고희도CPT용형광체

89.8.18
56.5. 8
69.9.10
71.12.18
77.9.21

S 사

FLY BACK TRANSFORMER

89.11.6

G 사

Storage Capacitor(a-Si TFT)

87.4.20

Q 사

EMI 대책영상 표시기 개발

87.11.20

H 사

60-79밀리미터겸용 걸쇠뭉치

86.1.14

O 사

새도우마스크 제조방법

84.7.3

G 사

문자광학판독장치

91.11.6

S 사

고희도3색LED를 이용한 교통 84.9.17
신호등
89.12.11

H연구소 도로요금무인부과시스템

연 구 개 발
비용
참여연구원수
간
(백만원)
(명)
89.9 - 90.9
400
7
(1년)
85.1 - 88.11
195
3
(2년11개월)
90.4 - 91.2
148
7
(1년2개월)
90.1 - 91.1
510
3
(1년)
90.1 - 91.12
500
8
(2년)
88.9 - 90.9
500
4
(2년)
87.2 - 87.12
35
6
(10개월)
92.7.1 93.9.20
228
4
(1년3개월)
91.11 - 92.3
2
8
(5개월)
90.4 - 90.6
1
1
(2개월)
89.9 - 90.1
1.5
2
(4개월)

기존특허
공개일자 기

88.8.19

특허정보 분석이란 활용 용도에 따라, 특정한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
특허정보를 수집, 정리, 가공하여 필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 그래프, 표 등으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에 알맞게 분
석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허정보분석을 특허맵
으로 동일시할 수도 있다.
특허정보 분석을 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전공자가 필요함은 물론, 세
계 각국의 특허제도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올바른 분석
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특허정보가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기술정
보임과 동시에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정보이기 때문
이며, 또한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석
의 차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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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정보 분석에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는 마크로(Macro)분
석과 그 보다 더 미세한 주제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 즉
마이크로(Micro)분석으로 대별할 수 있다. 마크로 분석은 기업의 경영진
이나 정부의 정책개발 담당자들이 산업 전반이나 국가 전체에 대한 정보
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경영전략이나 개발전략 수립 또는 국가 산
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이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마이크로
분석은 특정 주제나 기술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대부분 정성적인 가공이나 분석 작업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분류하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정량분석, 데
이터를 내용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정성분석, 그리고 둘 이상의 데이
터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상관분석 등이 있다.
정량분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
이다. 특허정보의 경우, 수량으로서 생각되는 것은 출원건수, 출원인수, 발
명자수, 분류수 등 서지적 데이터에서 즉시 얻어지는 것이다. 아래는 서지
적 데이터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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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분석은 데이터를 내용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
으로 기술내용과 출원인, 발명자, 출원일 등의 조합에 의해서 분석하거나,
기술내용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관분석은 어떤 데이터 항목과 다른 데이터 항목의 관계, 데
이터 항목과 다른 인자의 관계, 데이터 항목과 데이터 항목을 가공하여
얻은 것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특허정보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기술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국가에서 특허정보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이를 통하여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혁신적인 분야로의 기
술적 변천을 발견함으로써 기술단계를 확인하고, 기술변화 속도의 측정과
라이벌 기업의 상대적인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정보 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정보의 조사
와 수집, 즉 분석 대상이 되는 기초정보의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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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분석방법들 중에서 분석하고
자 하는 활용 용도와 목적에 맞는 분석방법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또
얼마나 적합한 그래픽 표현방법을 적용하여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정보 분석의 활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기업활동지원용, 정책
개발지원용 및 특허평가용으로 구분한다.6)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특
허정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정책수립,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및 경영전략수립 특허기술 판매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실시한 특허정보분석목적에 관련
한 설문조사결과7) 신제품개발 및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한 목적이 가
장 많았으며, 특허침해관련 및 특허출원과 관련한 분석, 특허가치평가 목
적의 특허분석, 기업경영전략 수립 및 산업과학기술정책 분석/개발을 위
한 특허분석 순으로 나타났다. 신제품개발 및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한
목적의 특허분석은 향후의 방향제시를 위한 분석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정
책 수립을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허
정보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향후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
한 목적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용지원용 특허정보분석기법만 다루고자 한다.
7) KISTI ‘기술의 산업연계를 위한 정보분석체제 구축사업’ 보고서(2002) 중 ‘특
허정보분석 기법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분석’부분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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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구 분

응답수(명) 비율(%)

신제품개발 및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한 특허분석

35

27.8

특허침해와 관련한 특허분석

28

22.2

특허출원과 관련한 특허분석

26

20.6

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특허분석

15

11.9

기업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특허분석

11

8.7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분석/개발을 위한 특허분석

11

8.7

[특허정보분석의 목적]

Ⅱ. 특허정보분석 기법

특히 기업지원용 특허정보 분석기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PM이라고 불
리는 기법으로서 미국 등에서는 Patent Analysis, Patent Portfolio등의 용
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활동지원용 특허정보 분석에는 그 활용 용도에 따라 다시 경영정
보적 활용, 기술정보적 활용, 권리정보적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정보적 활용을 위한 특허정보 분석(Patent Management Map)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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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의 동향 파악, 상품 개발의 흐름 파악, 용도 개발, 경쟁기업의 시
장참여 상황 파악, 경쟁기업의 기술자 동향 파악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
로,(1) 건수 추이 분석, (2) 다변화 분석, (3) 랭킹분석, (4) 뉴엔트리 분석,
(5) 신장율 분석, (6) 기업상관 분석, (7) 발명자 상관분석, (8) 특허쉐어
분석, (9) 포트폴리오 분석 등이 있으며,

기술정보적 활용의 특허정보분석(Patent Technology Map)에는 기술개
발의 흐름과 방향설정, 연구개발 테마의 선정, 공백기술의 발견, 기술파급
상황, 애로기술의 해결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 기술개발 진도
분석, (2) 기술발전도 분석, (3) 템페스트 분석(4) 매트릭스 분석, (5) 기술
상관 분석, (6) 발명자상관 분석(연구 프로젝트 및 주력 기술개발 참여분
야 파악), (7) 건수추이 분석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기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1) 건수추이분석(시간을 X축, Y축은 건수 등을 기입)
2) 다변화분석(예 : 어떤 기업의 다변화상황을 분석하는 1개의 방법으
로서 특허분류를 이용)
3) 기술개발 진도분석(예 : 기술개발의 진행정도나 진행상황을 파악;
분류를 지정하여 출원건수, 발명자수, 출원인원수의 추이)
4) 랭킹 분석(건수순위분석)
5) 뉴엔트리 분석(예 : 분류를 어떤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출원인의 뉴
엔트리를 파악)
6) 템페스트 분석(M, P, E, S, T 5개의 관점에서 분석)
7) 포트폴리오 분석(예: Y축에 특허출원건수의 신장율, X축에 최근 수
년간 출원건수를 기입해 누적 출원건수를 원의 크기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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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발전도분석(X축은 시간축이고 Y축은 기술축)
9) 매트릭스 분석(세로축방향과 가로축방향에 항목을 배열해 교차하는
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
10) 각종 신장율분석(예: 전년대비 신장율, 어떤 기준년 대비 신장율
등) 등이 있다.

또한 권리정보적 활용의 특허정보분석(Patent Claim Map)에는 특허권
리 범위의 확인, 특허 패밀리 파악, 특허획득 가능성 확인, 심사 또는 심
판경과의 확인, 청구범위 구성요건 파악, 주요 청구항 파악, 만료된 특허
의 파악 등을 목적으로, (1) 특허 패밀리 분석, (2) 심사경과 분석, (3) 청
구범위 구성요건 분석, (4) 권리요점 분석, (5) 권리별 분석, (6) 권리 저촉
여부 분석 등이 있다.

제3절 PM의 활용

특허정보는 연간 백만건 이상이 발생되는 중요한 기술정보 자원으로
사회의 요구, 기술의 동향이나 미래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같은 귀중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의 성격상 기술정보인 동시에 권리정보
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업경영전략 수립 및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개
발의 각 단계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인 정보
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기술, 정보전쟁 시대에서 기술정보로서의 특허정보의 활용여부는
기업의 기획력, 기술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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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M을 대분하여 마크로 PM과 마이크로 PM으로 나누어 활용사
례를 살펴보면

Ⅰ. 마크로 PM

마크로 PM은 특정국가, 특정기업, 특정산업분야에 대해 만 건 이상 수
십만 건, 때로는 백만건 이상을 대상으로 년도별 기술변화를 보임으로써,
특정국가들의 마크로 PM은 세계 주요국가들의 연구개발분야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여, 자국의 기술정책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문헌에
이어 근래에는 국가기술력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특정기업들의 마크로 PM은 각 기업들의 중점 연구분야를 시계열적으
로 살필 수 있어, 특히 경쟁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 자사의 연구기획(향
후 연구개발분야 선정등)에 활용되며, 국가기술력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기
전자분야, 화학분야 등 주요산업별로 주요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
다.
그리고 특정산업분야의 마크로 PM은, 각 산업에 있어 활성화되고 있
는 기술과 쇠퇴하는 기술 및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다.

Ⅱ. 마이크로 PM

마이크로 PM은 그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가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응한 활용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사기술 수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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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연구개발에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며, 경쟁기업의 기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가를 확인하여 자사기술이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권리침해여부 확인)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기술 중에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과 피해 가야할
특허를 확인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어느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판
단하여 바로 기술협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협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방문 전에 그들의
특허를 통해 주요발명자와 발명자별 기술분야를 사전에 자세하게 파악하
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더 덧붙이자면 훨씬 이전부터 해당기술의 컨퍼런스나 세미나 시에 누
구와 접촉해야 할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외부 기술자영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방향 설정)
연구개발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현실성
있는 PM의 활용부분의 하나이며, 이미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를
업무로서 규정하고, 제도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테마의 선정, 계속
진행여부판단 및 연구개발방향이 명확히 정해지는데, 이는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에 의한 감시활동을 계속하여 바로 변경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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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창출 및 특허출원)
PM활용사례로서 가장 빈번한 사례가 되는 것이 작성된 PM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심지어 PM작성 직후 상당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환경으로 PM을 통해 같은
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PM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신
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선 아이디어가 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출
원된 발명은 이후 계속 보완되어 훌륭한 특허로 완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각 사 특허들 중에는 개발초기에 한 특허출원을 발견할 수
있으며 후에 보완, 정리되어지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초기출
원이 PM작성 결과에 의한 것이 많다. 물론 많치 않은 경우이기는 하지
만, PM작성 결과에 의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여 개발테마가 초기에
종료되기도 한다.

(기술협력회사 선정)
기술협력의 한 예로서는, 미국의 G회사가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기업
이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의를 받고, 해당기술에 대한
PM을 작성한 결과, G회사의 특허는 개량특허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경
우 H회사의 기본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G회사와의 협
력이 결렬되고, 나아가 기본특허를 가지고 있는 H회사와 기술협력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이후 국내기업의 내부사정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1년
후 일본의 J회사가 H회사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J회사 또한
특허분석에 의한 판단으로 H회사를 선택했을 것이다. 기본특허를 찾기 위
하여 관련특허들의 인용특허조사에 의해 1차 선정 후, 기술동향과 권리범
위를 확인하였으며, 특정특허의 인용회사 조사 결과도 참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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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판매회사 선정)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기술판매에 의한 수입전략을 추구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기술을 판매할 회사를 확인하
는데 있어서도 PM은 절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자사특허의 인용특
허조사를 통해 자사의 특허를 인용하고 있는 타 회사의 경우 예외 없이
기술판매처로서 1차 선정이 되는 것이다.

(연구조직관리 확인)
특허 및 기술개발이 아닌 연구관리에 활용되어진 예를 살펴보면, PM
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회사를 속속들이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
이, 각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발명자를 통해 살핌으로써 연구책임자와
그들 조직 내 연구원들의 년도별 변화와, 기술내용의 변화, 테마의 변경,
근무지 이동 등을 살펴, 동종기업들의 연구개발 관리를 비교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도 동경대 히라자와 교수에 의해 소개되면서 연
구관리 메니지먼트의 주요한 정보로 활용된 바 있다. 그리고 히라자와 교
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임을 재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방문한 회사가, 특허로 조사
해서 얻은 자기회사의 연구조직 및 테마진행을 모르고 있었으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허분석결과가 실제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한편 기술적인 면으로서의 활용은 해당과제에 대한 각 사의 인력구조
를 비교하여, 자사의 인력구조의 확정 및 우열을 비교하여 연구개발추진
방안을 강구하기도 한다.

(기술전략 수립)
특정기술에 대한 각 사별 특허들의 인용특허, 역인용특허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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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의 기술전략(모방전략, 기술보호여부)을 살핀 후, 각 사의 특허기술
및 권리범위 등으로 재확인하여, 자사의 위치에서 취해야할 특허전략, 기
술전략을 정한다. 이것은 회사전체의 특허전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기술에 대한 것으로 기술개발 관련자들 간에 공감대와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물론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기술예측)
급변하고 있는 현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다. PM을 통해 과거의 기술변화를 연장하여 읽고, 특허에 있는 미래기술
을 통해 장기예측은 못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중기예측을 할 수 있다. 또
한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예시하고 있는 기법이 TRIZ이며, 이를 통해 새로
운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있다.
S사의 경우 델파이 기법에 의한 장기 기술예측결과와, 특허와 기술문
헌을 포함하여 분석한 전 세계기술동향을 토대로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자
신의 능력과 환경을 고려하여 앞으로 전개해 나갈 사업분야를 선정하였
다.

(특허 가치 평가)
PM의 결과로서 특정특허의 위치가 정해지면 이 값을 토대로 특허기술
의 유용성과 경쟁우위성을 평가하여 기술요소계수를 산정하여 기술가치평
가표에 의한(최소 3가지 방법 이상) 기술금액을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금액 산정 및 기술이전, 판매 시 가격으로 제시한다.

(해외출원국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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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들의 각 기술별 해외출원국가를 확인하여 해외출원 국가선정 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의뢰 법률회사 선정)
출원 또는 심판 등을 위하여 법률회사(변리사 사무소등)를 선정할 때
에도 PM은 절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 경쟁기업이 해당기술에
대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법률회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채용)
비근한 예로는 기업에서 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예외 없이 이들의 특
허활동 결과를 살피는데, 단순한 특허건수가 아니라 그 인용결과 등을 살
펴 개인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동일분야의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자설득)
PM은 시각적인 것이어서 부수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특히 기술의 이해가 부족한 경영자를 설득하는데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이것은 연구원들이나 기술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허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중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이다.

(TRIZ : 발명문제해결이론)
TRIZ(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의 러시아어 머릿글자)는
그 시작이 특허였으며, 수백만 건의 특허 분석을 통해, 공학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 수많은 발명자들의 문제해결기법을 체계화한 이론으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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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분석하는 툴과 발명문제를 해결하는 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원리와 실제특허를 예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기업과 사용자들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인 발명, 원가절감 등의 많은 활용사례를 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술시스템 진화의 경향을 활용하여 차세대 기술, 제품동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TRIZ 그 자체만으로도 PM 활용의 최고,
최대의 활용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PM을 작성하는 것과 PM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PM
을 활용하지 않는 PM작성은 의미가 없으므로 PM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제4절 특허분석 도구

Ⅰ. 현황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특허들(특허분석 모집단)을 목
적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통계처리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업무용 소
프트웨어(엑셀 등)를 이용할 수 있지만 PM 작성과 같은 많은 건수의 특
허기술 분석에는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특정한 특허정보 분석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관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PIAS)를 위탁 개발
하여 일반인에게 무료로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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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다운로드하여 기초정보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상의 특허정보
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본적 조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하여 주어
야 한다.
한편 특허정보DB내에 있는 특허분석 소프트웨어의 경우, 데이터의 정
형성을 유지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이러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특허정보 분석도구는 이미 2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외
부특허정보DB(Derwent 특허DB)에서 소량의 데이터(200∼300건)를 다운
로드하여, 미리 정해놓은 분석항목으로 간단한 막대, 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었다(PatStat). 198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다양한 특허분석소프트웨어
들이 등장하였으나, 데이터 편집기능에서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Online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닌 별도의 File로 받
아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우 고등기술원에서 내부 특허DB를 이용한 분석소
프트웨어 개발하여 사용(PAMS)하였으며, 또한 1996년에는 삼성그룹(삼성
종합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세계 주요국 특허 DB를 구축하면서 특허분
석 소프트웨어를 제작(한국 IBM과 공동) 하여 Online으로 대량의 데이터
를 이용한 인용특허분석 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나, 내부사정으로 1999년
운영을 중단하였다.

반면 상용의 특허정보 분석도구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건수는 증
가하였으나, 분석을 하기 위한 파일로 변환하는데 많은 문제로 인해) 큰
발전을 하지 못한체, 확산이 되지 않고 있었으나, 특히 국내에서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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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허분석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에 알려졌다. (주)위즈도메인의 PatentLab-Ⅱ는 IBM에서 분
사된 Deiphion에 탑재 되었고, 현재는 미국 판매법인을 통해 세계적인 특
허정보제공 업체(시스템명: FOCUST)로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
며, (주)윈스랩의 INAS도 Derwent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바 있었으
며, 현재는 중국 특허청 시스템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WIPS에서 검색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PM Manager를 제공하고 있다. 물
론 그 당시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된 특허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으며, 이중 대표적인 것이 Aurigin의 Aureka 이
다.

특허정보 분석도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Offline
用이며 (Standalone 으로 외부DB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또 하나는
Online用(시스템내에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함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Offline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 들어 Online용이 늘어나는 것은,
데이터수집의 확실성, 용이성과 대량의 정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Offline용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Offline용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의 한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시장
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Online용에서, 현재 발표된 특허지
표(Patent Indicator)의 생성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새로운 특허지표를 개
발하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허 데이타 정비
(예를 들어 출원인, 발명자 표기 통일화 등)를 통해 특허정보 분석도구 내
에서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없애고, 국제특허분류 또는 미국특허분류가
아닌 공통사용이 가능한 보다 세분화된 산업기술분류를 채택하여 데이터
를 가공함으로써 비교통계자료의 신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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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들 DB업체 자신이 직접 특허분석 및 컨설팅기업으로 사업범
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과거 정보산업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뱅크(Dialog 등), 정보분석회사(SRI, NGB 등), 정보시스템(IBM 등)등으로
업의 구분이 확실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업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기관내부에 Inhouse용으로 특허정보와 특허정보 분석도구를
자체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거대기업 극소수에 그칠 것
이며, 따라서 외부 Online 제공 특허정보회사, 특히 분석도구를 함께 갖춘
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증가할 것이
다. 더불어 특허분석을 내부에서 처리하기보다는 특허정보 전문회사에 용
역의뢰를 하는 형태로 옮겨가서 보다 전문화된 사업으로 정착하게 될 것
이다.

Ⅱ. 특허정보 분석도구의 종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한국의 PIAS (특
허청), INAS(윈스랩), PatentLab-Ⅱ(위즈도메인), PM Manager(윕스), 미
국의 Aureka(MicroPatent), VantagePoint(Search Technology), 일본의
PAT-LIST(레이텍), TECRES MW(인파텍)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특허정보 분석 도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도 PatentLab-Ⅱ, PM Manager, Aureka 등이 자체에서 제공하
는 특허정보 DB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분석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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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허정보 분석도구의 기능

특허정보 분석도구로서 특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의 분석항목 및 분석
결과는 정형화된 특허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극히 유사하며, 다만
기능적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통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기능의 종류로서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관리는 새로운 주제의 생성, 추가, 삭제, 변
경, 병합 등의 기능이 있는데 이는 공통적인 기능으로서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둘째, 정보수집 기능은
분석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와 외
부DB에 직접 연결하여 따로 다운로드받는 경우, 자체DB에서 검색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며
셋째, 데이터 편집기능은
데이터 수정 및 추가항목 입력 등은 기본이며, 출원인 또는 발명자등
의 표기단일화(표준화) 와 데이터내에 있는 단어들 중 Key Word를 추출
한다거나, 발생빈도수에 따른 배열기능 등 특수한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넷째, File 변환기능으로서
Excell 이나 PDF로 변환시켜주는 기능도 공통적인 기능중 하나이다.
다섯째, 출력기능으로
다른 기능들에 비해 소프트웨어마다 차이가 가장 큰 기능으로서 데이
터를 원하는 형태(요지 리스트, 원하는 항목배열, 기술발전도 등등)로 출
력시켜 주는 것인데 특히 일본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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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가장 주가 되는 분석기능이나
특허분석항목이 동일하고 그 결과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각 소프트웨
어 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사용을 편리하고 쉽게 하기 위해 어떠한 과
정을 설정하였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년도별, 출원인 또는 기
술 분류별로 분석대상을 다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기능들이 있으며, 그
래프의 종류에는 큰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으나 특히 외국 분석소프트 웨
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형화된 그래프이외 특별히 제작된 그래
프를 그려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항목의 값들이 아닌 계산식에 의
한 것으로 별도의 특허지표 성격을 가진 것 들이다.
일곱째, 보고서 제공기능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는 하나, 특허정보분석 소
프트웨어 기능의 우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특허정보 분석도구 내에 분석하고자하는 데이터
(특허분석 모집단)를 검색하는 기능과 함께 분석대상을 다시 구분하는 것
과, 여러 형태의 결과물에서 언제라도 초록 또는 본문 등을 볼 수 있는
기능 등이 있다.

아래 표는 주요 특허정보 분석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비교해 놓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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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분 석프로 그램

PIAS

PL

INAS

PM

주제 관리

추가 , 삭제 , 변경 , 병합

O

O

O

O

정보 수집

D B연 결 , 검 색 , D o w nl o ad

O

O

X

X

일괄 , 개별

O

O

O

O

검색

O

X

O

O

코드 관리/사용 자정의

O

O

O

O

대표 명화

O

O

O

O

Key Word 추출 , 입력

X

X

O

X

E x c el l , P D F

O

△

O

O

요지 리스트 , 요지 맵,

O

X

X

O

필드 지정리 스트,

O

X

X

O

레이 아웃조 정

X

X

X

X

분석 항목선 정

△

O

O

O

S O R TI N G

X

O

O

O

C U T OF F

△

O

X

O

O

O

O

O

△

O

X

X

데이 타편집

File 변환
출력

분석

F I L TE R IN G
보고 서작성

* PL : PatentLab PM : PM Manager

Ⅳ. 小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실시한 특허정보분석 업무시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8)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접속하는 DB의 정확성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축되는 DB의 정확성 및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
록 하는 DB설계 등이 분석업무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분석기법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분석기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8) KISTI ‘기술의 산업연계를 위한 정보분석체제 구축사업’ 보고서(2002) 중 ‘특
허정보분석 기법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분석’부분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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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기능
11%

조사 방법
23%

DB의
정확성
37%

기법의
다양성
29%

[특허분석업무시 중요항목]
대부분의 특허정보DB는 상용 기술문헌정보DB와 같이 가공된 (별도의
기술분류, 키워드 부여, 초록자의 초록 재작성 등) 것이 아니고, 데이터
정비의 미비와 검색기능의 저하로 분석을 위한 특허정보 수집에 있어 그
에 상당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비용을 들여
FOCUST, WIPS, Derwent, Delphion등 유료 특허DB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수요자측의 기업 특허정보 담당자가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각국 특허청 DB를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 검색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기업 및 특허정보 전문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료 특허DB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허정보분석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특허정보DB의
종류와 검색식에 따라 검색결과에 상당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특허조사(검색) 부분이다.
이것은 모든 일에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이 분석대상특허가 분석
목적에 맞게 제대로 수집되었는가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석작업의 성과도 당연히 이에 따라 좌우되는 것
이다.
그리고 특허정보 분석을 위한 대상 데이터는 검색 결과물을 일일이 내
용을 확인,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분석도구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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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이를 도울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분석에 있어서도 특허정보의 서지사항을 이용한 분석은 특허정보
분석도구에 의해 이미 주어진 분석항목으로 쉽게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기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목적에 따른 기술 분류를 만들고 선정된
특허 1건 1건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따로 정한 분석항목에 채워 넣어야 하
는 것이며, 특허분석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이 기술
분석은 해당 기술전문가의 몫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대상 특허정보 정리가 끝난 후 특허정보 분석도구를 이용
하여 목적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항목들을 조합함으로써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이를 수작업으로 오랜 시간 짜증스럽게 해오던
것을 이제 특허정보 분석소프트웨어가 순식간에 처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특정기술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작업을 위해서만
특허정보 분석도구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은 양의 경우 엑셀
을 이용하여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량의 특허정보를 이용한 통
계자료의 생성(국가나 기업차원의 분석) 및 특정 특허의 인용관계를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살필 때 등 도저히 수작업으로 처리될 수 없는 부분을
특허정보 분석도구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향후 Online용의 특허정보 분석도구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는 비용 측면에서 대기업이외는 사용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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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기술정보사업 현황

Ⅰ. 국무총리 직속기관

● 공공기술연구회(KORP)
http://www.korp.re.k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isti.re.kr/kisti/index.jsp

첨단 지식정보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외 과학·기술·산업동향의 신속한
수집 및 정보분석 활동 등을 통해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에 신속한 첨단
분석정보를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분

과학기술DB

과학기술포탈

과학기술동향DB

기술분석정보

1.과학기술정보

1.웹디렉토리

1.나노넷

1.정보분석보고서

2.특허기술정보

2.사이트뱅크

2.KOSEN

2.분석 네트워크

서

3.해외기술정보DB

3.과학기술학회마을

비

4.해외전자원문서비스

4.국가연구보고서

스

5.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5.과학기술인력
6.학술지종합목록

6.과학기술기자재
7.사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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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DB

1) 과학기술정보
국내외 학술잡지, 회의자료, 연구보고서 및 국내학위논문
2) 특허기술정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정보
3) 해외기술정보DB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정보DB로는 INSPEC, COMPENDEX, FSTA가
있다.
4) 해외전자원문서비스
5)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매일 해외정보원을 통하여 기술정보입수 제공
6) 학술지종합목록
국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지를 공동 활용하
고자 구축된 국가종합목록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DB, 단백질DB, 화합물DB, 생물
자원DB가 있다.

2. 과학기술포탈

1) 웹디렉토리
기술분류별/기관별로 나누어 국내 각 기관 자료의 포탈 서비스
2) 사이트뱅크
KISTI 유관사이트 및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사이트 서비스
3) 과학기술학회마을

50

-제4장 국가기술정보사업과 PM사업과의 연계-

국내 과학기술계 학회를 한 장소에 집중시켜, 이용자들이 학회나 도서
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학회정보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KISTI가 제공하는 가상공간으로서, 국내 과학기술 관련학회에서 생산된
정보(학회지, 학술지, 논문지 등)를 수집 및 가공하여 정보의 소재와 상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곧바로 원문까지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One-stop Information Service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
술활동 및 교류를 통해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4) 국가연구보고서
국내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
부투자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은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에 대
해서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DB는 정부에
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부처의 연구보고서 과제목록 DB, TIF/XML/DVI
형태의 연구보고서 본문 DB, 원문 연결을 위한 연구보고서 목차 DB, 연
구보고서에 수록된 참고문헌에 대한 텍스트형태의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DB 등이며 각 연구책임자로부터의 납본, 과제 관리기관과의 연계, 정부출
연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5) 국가과학기술인력
현재 국내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구축 및 서비스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 DB를 비교/분석하여 통합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산학
연 각 분야의 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및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통합서비스를 위해 연계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
평가단, 중소기업청, 한국기술사회 등 7개 기관이며 향후 연계기관을 지속
적으로 추가하여 국가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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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기자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 및 국․공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과학기자재(외국산 : 3만불 이상, 국내산 : 3천만원 이상)를 DB로 구축하
고, 등록된 과학기자재의 공동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취득, 관리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자재DB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서 구축하고 KISTI의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를 통하여 과학기자재의 공
동 활용을 위한 정보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 제공하며 인터넷에 산재
해 있는 연구기자재관련 웹 자원 메타데이터를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7) 사실정보
1990년부터 국내외 과학기술분야의 사실정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
작하여 현재 약 30여종의 DB를 구축하고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
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한국 특유의 고유한 사실정보로서는, 현재 특
정 대학 또는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DB로서 생물분야, 천문분야, 의
학분야를 중심으로 약 20여종의 DB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특
정 전문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실정보로서
는 화학, 물리, 재료분야의 물성 정보를 중심으로 7-8여종의 DB가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은 과학기술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분
야별 사실정보 구축을 위해 KISTI는 직접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거나 국
제협력을 통한 라이센스 확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는 방식
과 국내의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특정분야의 연구그룹 등과 연계하여 공
동으로 DB를 개발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사실정보 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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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동향 DB

1) 나노넷 http://www.nanonet.info/
나노기술정보 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나노기술전문정보 사이트인 나노넷
에서 제공하는 나노기술전문정보
2) KOSEN http://www.kosen21.org/index.html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The Global Network of Korean Scient
-ists & Engineers)로 전 세계의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정보 교류를 확대
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제공되
는 정보는 전문가의 분석자료(Expert Review), 학회보고서(Conference
Report), 첨단기술보고서, KOSEN 수집 자료, 미의회보고서 등이 있다.

4. 기술분석정보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술분석정보 제공(http://analysis.kisti.re.kr/main.j
-sp)으로, KISTI 정보분석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술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정보분석보고서
① 기술뉴스브리프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뉴스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사․분석․가공
② 고경력 과학기술자 작성 기술보고서
기술개요, 기술동향, 결론
③ 심층정보 분석보고서
기술개요, 기술동향, 특허동향, 시장동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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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동향 분석보고서
기술개요, 기술동향, 특허동향, 결론
⑤ 기술가치 평가보고서
기술성분석, 권리성분석, 시장성분석, 기술가치평가
⑥ 해외과학기술동향
해외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번역하여 매일 제공

2) 분석 Network
① 산업시장정보 http://www.imi.ne.kr/imi/Home/Index.jsp
정보분석부 산업정보분석실에서 개별기술 및 아이템의 산업시장정보를
심층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기술의 기술, 특허, 시장동향을 분석

② 닥터스마트 http://www.drsmarts.net
과학기술동향정보 및 미국정부정책과 기술마켓경향 심층분석자료
ⅰ) Click to the World
BioTech(바이오기술), NanoTech(나노기술), InfoTech(정보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과학기술 산업정책, TechTransfer(기술이전) 성공사례,
최근 과학기술의 심층정보 원본을 분석·제공
ⅱ) Tech Biz
미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업체동향을 관련 e-Journal로부터 수집 정리
하고, 마켓 동향 분석 보고서를 매주 제공
ⅲ) Bio Tech
바이오관련 새로운 뉴스, 저널, 논설 그리고 다양한 생물정보학에 관한
정보
ⅳ) Today's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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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과학 및 산업기술 최신 리뷰 정보

이상과 같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국내 유일한 종합 기술정보원
으로서 각종 기술정보 DB 운영, 원문복사 서비스 등의 정보서비스 이외
에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술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Ⅱ. 과학기술부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2001년 7월에 확대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서, 주요기능은
ⅰ) 모든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
ⅱ) 과학기술발전 추세의 예측,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등 과학
기술기획 기능
ⅲ)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
하며, 또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립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한
전담기관으로 기획, 평가 전문기관이다.
KISTEP이 자체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일간지 뉴스클리핑 등이 있으며,
기술분석정보제공을 위하여 별도로 국가기술지도(NTRM National Tech
-nology Roadmap)와 과학기술동향정보네트워크(STIN Science and Tech
-nology Trend Information Network)를 두고 있으며, 국가연구관리를 위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KORDI)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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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지도

http://ntrm.kistep.re.kr/open_page.html

(1) 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배분 및
활용을 위해 2002년 3월에 국가기술지도 기획단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
고 1,00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
여, 2002년 11월 28일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 전체
적인 과학기술의 미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으로 확정하였다
국가기술지도에서 10년 후 1인당 GDP 2∼3만 달러·국가종합경쟁력 세
계 10위를 지향한 5대 국가과학기술발전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그 비전은
『정보-지식-지능화 사회구현』,『건강한 생명사회지향』,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국가안전 및 위상제고』
이다.
또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49개 전략제품·기능과 이를 개발
하기 위한 99개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전략제품·기능은 경제적 파급효과, 전략적 중요도, 기술개발의 성공가
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전략제품 기능별로 그 전망 및 전략, 핵심기
술간 관계, 변화인자 등을 포함한 마크로 기술지도를 작성하였다. 핵심기
술별로는 핵심기술의 특성, 기술의 실현시기, 우리의 기술수준, 기술확보
방안, 개발목표와 일정 등을 시계열로 표기한 기술지도를 작성하였다.

(2)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되고 있는 타 부처의 기술지도는 각 특정
기술 분야별 또는 제품별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 국가기
술지도는 산업 및 사회 전반의 미래수요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과학기술의 미래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완벽하게 완성한 기술지도는 국가기술지도의 체계에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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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작성된 부분의 기술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전략
을 제시한다.

(3) 활용계획
완성된 국가기술지도는 핵심기술별 기회와 위협요인, 기술적 대안과
실행전략을 담고 있어 정부연구개발 기획의 가이드라인 및 민간연구개발
의 참고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전략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연구개발 관련 전문
가들의 목표 및 전략의 공유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
략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아래 도표는 비전별 발전방향, 전략제품․기능 및 핵심기술목록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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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별 발전방향, 전략제품․기능 및 핵심기술목록 ]
2012 목표

1인당 GDP 2~3만 달러·국가종합경쟁력 세계10위

환경친화적
세계일류 수준의

선진 복지국가

사회구현을

경쟁력 확보

수준으로의 진입

주도하는 동북아
모범국가 지향

동북아 물류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부상

세계 선도국가
수준의 위상제고

비전과 목표
Ⅰ

Ⅱ

Ⅲ

Ⅳ

Ⅴ

정보-지식-지능화

건강한 생명 사회

환경/에너지

기반주력산업

국가안전

사회 구현

지향

프론티어 진흥

가치창출

및 위상 제고

발전방향(13) 및 전략제품·기능(49)
○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

○ 새로운 의약의
개발 및 산업화

·디지털 컨버전스

·심혈관계 약물

·고성능·지능·

·항암제

분산컴퓨터

·중추신경계 약물

·유비쿼터스네트워크

·호흡기계 약물

·이동 및 착용형

·대사계 약물

정보통신기기

·면역계 약물
·백신

○ 쾌적하고 건강한

○ 미래형 수송기계

삶을 구현하는

및 시스템구축

환경혁신
·환경오염저감 및
제거

서비스의 혁신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계 관리

○ 질병예방·진단·
치료의 혁신

○ 효율적/안정적

·위성발사체

·한국형 궤도차량

·무인비행기
·회전익기

사회인프라(SOC)구축
·통합 교통 물류망

·자연자원의 수급 안정
과 효율적인 국토활용

·생체진단기기·시약

에너지 수급

·정밀의료영상기기

및 산업화

·지식·정보보안

·재활-의료복지
시스템
·유전자 치료
·예측의료시스템

기술 확보

/환경친화적

·비즈니스서비스

지능화

·차세대 해양운송시스템

·환경친화형 첨단 건설

·전자상거래

○ 생활환경의

·인공위성

○ 첨단주거 및

○ 컨텐츠 및

·문화컨텐츠

시대로의 진입

·차세대 자동차

·환경친화적 재순환
시스템

○ 우주항공

·고부가가치 에너지원
발굴 및 산업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 식량안보·자원
보존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
·생물자원의 지속적
확보

○ 차세대
생산 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차세대 생산시스템

·인간 기계 상호작용

·최첨단 정밀가공

지능화

시스템

·서비스 로봇
·지능형 정보가전

○ 신소재·부품산업

·지능형 빌딩·가정

도약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기능 정보소재/소자

·지능형 의료시스템

·나노 소재
·고기능 금속/세라믹
/고분자/섬유소재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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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 광통신기술
- 초고속 무선 멀티
미디어/4G이동
통신기술
- 이동 멀티미디어
컨텐츠기술

- 초고속 분석시스템
기술
검증기술
- 선도물질 도출기술
- 선도물질 최적화기술

신소자기술

- 대량생산공정 기술

기술

재활용기술
- 환경친화적인 소재·

지하수 복원기술

-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 해양오염 평가 및

· 평가기술

저감기술
- 위해성 관리를 통한

- 생체신호처리기술

환경보건 기술

- 생체영상처리기술

- 자연재해 예측 및

- 디지털 방송기술

- 바이오 칩/센서기술

- 전자상거래 시스템

- 생체재료기술

- 기상 조절기술

- 줄기세포 응용기술

- 연료전지 기술

- 유전자조작·전달

- 수소에너지 기술

기술

및 설계와 제이용
기술
- 정보검색 및 DBMS
기술

기술

- 안정성 및 약효분석

- 디지털신호처리기술

- 소프트웨어 표준화

- 해양구조물 및 장비

-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 임상시험기술

기술

저감기술

- 소형 열병합발전

- 생체기능 모니터링
기술

시스템기술
- 에너지 소재기술

- 생체정보 생성·저장 - 에너지 절약형 반응
기술

및 물리공정 기술

- 생체정보 분석·활용 - 미활용에너지
기술

이용기술

- 디지털 정보디자인

- 바이오에너지기술

기술

- 미래형·인체형

- 정보보호기술

원자로기술

- 영화·영상·디지털
미디어 표준화 기술
- 디지털 컨텐츠제작
도구
- 게임 엔진제작 및

구축기술
-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기술
- 첨단 SOC인프라 건설
기술
- 건설정보화 기술
- 인간친화형 고기능
건축기술
- 기존건물 수명연장
기술
- 청정해양에너지 개발

기술
- 무인비 행체 및
시스템 기술
- 차세대 회전 익기체계
및 서브시스 템 기술
- 고품질 ·다수확 작물
생산기 술
- BT활용 고부가 농·
수·축 산물 개발기술
- 고기능 성 식 품의
생산· 가공·보존기
술
- 친환경 수산 증양식
개발· 응용기술
- 유용 동식물 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 청정생산시스템 기술
- 초정밀 가공시스템기
술
- 초미세공정 및 장비
기술
- 나노 소재·소자기술

- 2차 전지기술

- 고기능 금속소재기술

- 풍력에너지기술

- 고기능 세라믹 소재

기술

개발기 술

기술

- 태양에너지기술

- 고신뢰성 전력시스템

- 차세대 위성 발사체

-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 액체추 진기관 개발

첨단 경전철 기술

- 고성능 정보처리·

- 차세대 정보시스템

·연료전지자동차)
기술

- 폐기물 저감 및

- 위성체 개발 기술

(지능형·하이브리드 - 위성탑 재제기술

- 한국형 고속전철 및

- 착용형 컴퓨터기술

- 전자금융기술

- 차세대 자동차

제품 및 공정기술

- 제제화 기술

기술

(99)

- 생태계, 오염토양,

- 지능네트워크 기술

기술

술

- Target 인식·타당성 - 수질 및 수자원 관리

- 후보물질 도출기술

저장장치기술

기

및 제거기술

- 반도체·나노

- 유무선 통합 시스템

심

-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 고기능 고분자 소재

기반기술

기술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 고성능 복합기능 섬

기술

유소재기술

- 문화원형 복원기술
- 인공지능 및 지능로
봇 기술
- MEMS 기술
- 홈 네트워트 기술
- 가전기기 지능화
기술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생체진단기술
28개 기술

19개 기술

21개 기술

20개 기술

11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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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동향정보네트워크

http://plan.kistep.re.kr:8080/home page

선진국 기술수준, 기술예측 및 연구개발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제공 메뉴가 있다.9)
① 주간과학기술동향
․심층분석
․첨단기술뉴스
․정책리뷰
② 주요핵심기술동향분석10)
③ 기술동향정보11)
④ 해외과학기술동향

2.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

과학기술 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77
년 5월 18일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 연구활동 지원기관으로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ⅰ)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지원
ⅱ)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ⅲ) 과학기술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ⅳ)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ⅴ)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9) 그러나 2003년 10월 확인 결과 ‘해외과학기술동향’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10) 2002.4.19. 이후 자료가 없음
11) 2003.1 이후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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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ⅶ) 과학기술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ⅷ) 기타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중에서도 과학기술의 정보화 사업지원으로 전국 16개 대학에 21개
학문 분야의 전문연구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연구정보를 생산․가공하
여 국내외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초과학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연구정보센터(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서울대)
보건연구정보센터(전남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포항공대)
수리과학연구정보센터(과기원)
의약품연구정보센터(숙명여대)
재료연구정보센터(경북대)
토목연구정보센터(명지대)
해양수산연구정보센터(여수대)
화학연구정보센터(충남대)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연세대)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부산대)
물리학연구정보센터(서울대)
산업공학연구정보센터(포항공대)
섬유의류연구정보센터(영남대)
의학연구정보센터(충북대)
자동화기술연구정보센터(서울대)
컴퓨터연구정보센터(중앙대)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인하대)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고려대)
환경연구정보센터(포항공대)

[대학의 분야별 전문연구 정보센터]

이들 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기술문헌이며, 이중에
서도 환경연구정보센터(포항공대)는 환경관련 국내외 특허 DB(15만건)를
자체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연결하여 통합검색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KORIMINER(Korea Research Information Miner)12)는 이들 20개 정보
12) http://kosefnic.kosef.re.kr/q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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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5개분야(NS, IT, BT, ET, NT)로 Group을 분류하여 분야별 통합
검색과 전체 또는 일부 선택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B는 ‘국가과학기술인력정보DB’13)
가 있다.

Ⅲ. 산업자원부

1. 산업기술지도

http://www.roadmap.or.kr/21.asp

1) 산업기술의 환경분석을 통해 핵심산업 및 기술(제품)군을 도출하고
분야별 기술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산업기술지도(Industrial Tech
-nology Roadmap)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0년 9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
2단계에 걸쳐 2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2개 분야에 대
한 산업기술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14), 향후 3단계(2003.7-2004.5)15)에서는
38개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50개의 핵심분야 산업기술로드맵을 작성
할 계획이다. 기 작성된 로드맵은 3년마다 지속적으로 경신함으로써 급변
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2) 산업기술지도와 국가기술지도의 구별

13) 대학교 인력을 중심으로 2003년 9월 현재 178,726명임
14) 부품소재로드맵-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1(건설기계,공작기계), 기계2(농기계,
발전설비), 선박-, 광섬유, 단백질제품, 디지털가전, 로봇, 무선통신기기, 전지, 멀
티미디어, 생리활성 정밀화학, 선박, 의료공학, 추진장치, 컴퓨터
15) 대상분야 : (1) 주력기간산업 : 스마트 섬유, engineering plastic, SoC반도체,
소형디젤엔진, 철강, 정밀제어기기, 소형에너지 소스 기술 (2) 미래전략산업 : 스
마트홈시스템, 차세대 센서, 유전자 치료제, 연료전지, 지능형 무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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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지도

산업기술지도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
작성 정보, 지식, 건강생명사회, 환경, 국가 -5년이내 세계일류품목 성장가능성
안전구현이라는 5대 국가차원의 비전
-수입대체효과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신규수요창출
대상 농업, 국방, 복지, 해양, 산업 등 전분 산업화가능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야를 대상으로 99개 핵심기술을 도출
대한 산업기술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
분야 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작성
산업자원부의 중장기기술개발사업에 적극
활용 국가기술지도는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활용
할 거시적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범부
업계의 연구개발자원투자에 대한 가이드
방안 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라인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사업기획에 일조

[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 http://www.roadmap.or.kr/]

2. 특허청 http://www.kipo.go.kr

특허청은 특허행정기관으로 특허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특히 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http://www.kipris.or.kr/)를 통해 국내
외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특허정보원은 내부인력에 의
해 작성된 특허분석보고서를 자료실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선정된 기술과제의 특허분석으로 2000년이후 PM개발사업을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년 24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특허커뮤니티’인 ‘신기술동향조사회’는 PM개발사업 과제
에 대한 신기술동향보고서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

1) 신기술동향 조사회
신기술동향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보급사업은 기술이 광범위하고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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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최신 기술동향의 분석과 이의 활용은 산업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며,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특허심사관이 습득한 전문
지식과 특허청에 축적된 방대한 기술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기술개발
의 방향제시’를 모색하고자 기술분야별 "신기술동향조사회"를 통해 이루
어졌다.
최신기술의 동향파악과 경쟁국의 기술개발 현황 분석, 당해 기술분야
의 기술개발 전망 및 과제 분석 등을 하며, 그 결과물인 신기술 동향보고
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개발 중복투자 방지 및 향
후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전문성 있는 기술동향 기초자료를 기술정
책부처에 제공하여 기술개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산업재산권 제도의 보급과 발명의 장려, 특허관리요원연수, 특허기술사
업화 실시알선, 특허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자료의 제공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특허분석인 'PM개발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 PM

http://www.patentmap.or.kr/

국내에서 기술정보분석 제공 중 대표적인 특허정보 분석자료인 PM 결
과물을 조회할 수 있다.

3. 전자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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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산업의 기술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략을 수립
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와 산업계의 기술기업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원으로 ‘전자정보센터(EIC Electron
-ics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 전자정보센터 http://203.253.128.5:8088/servlet/eic.wism.EIC Web?
-Command=0

전자정보센터(EIC: Electroics Infomation Center)가 제공하고 있는 정
보는 IT(정보기술)분야에 관련한 보고서, 통계, 정책, 예산 등이며 이중에
서도 ‘IT 리포트’는 전자부품연구원 내부에서 제작한 보고서 및 주간전자
정보(산업동향보고서 등)와, 내부 혹은 외주용역에 의한 기술분석 보고서
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고 메일링서비스를 원할 경우 매일
[KETI 전자정보센터 일일동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IT에
관련한 최고의 정보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다.

4. 산업정보망 http://magic.iin.co.kr/

산업정보망(IIN: Industrial Information Network)은 국내 산업 구조를
지식형 고부가가치 체계로 전환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의 정보화 사업으로 ‘산업정보망’ 구축사업을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한전
KDN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에는 산업DB 구축사업을 통하여 40종의 DB를
개발하였으며, 20종의 DB를 연계하는 등 총 70여종의 전문 산업DB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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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1년에도 지식형 산업정보 DB 10종을 추가 개발하고, 기개발
된 DB의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산업정보망에서는 국가 산
업정보의 유무선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 완료하여 현재 국내 5개 이동
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모바일 산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곧이어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한일, 일한 실시간 웹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정보DB는 ⅰ) 산업일반, ⅱ) 에너지/전기, ⅲ) 금속/비금속, ⅳ) 전
자/통신, ⅴ) 기계, ⅵ) 운송, ⅶ) 무역통상, ⅷ) 화학, ⅸ) 생명/환경, ⅹ)
EC유통, ⅺ) 섬유/패션, ⅻ) IT/컨텐츠등 12개로 분류해서 각각에 관련
DB들을 제작 운영하여 관련한 가장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5. 부품소재 종합정보망 http://www.mctnet.org/index.jsp

산업자원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구축, 운영하고 부품
소재기관이 참여하는 MCT-net으로 부품, 소재 관련 기술동향/분석, 소재
물성시험, 연구개발, 기술문헌 및 특허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Ⅳ. 정보통신부

1.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http://www2.knowledge.go.kr/ind
-ex.jsp

한국전산원이 전담기관으로 과학기술, 교육, 학술, 문화, 역사 등 각 부
문별 학술관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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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이다.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지정된 문
화, 해양, 역사, 산업, 과학, 학술,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별 각 지식제
공기관의 디지털화된 국가지식정보의 유통활성화 및 연계체제강화를 위해
지정분야별 지식제공기관의 메타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확장된 원스톱
통합검색체제를 갖추고 있다.

2003년 지식정보연계활용 체제구축 사업 중 과학기술부문의 기술정보
사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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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사업내용

-건설교통부 및 관련 공공기관 보유자료 원
건설교통기술지
한국건설 문 DB 구축
식정보DB구축
기술연구원 -공사기준류, 기술정보류, 사례정보류 등의
사업
건설 공사 정보 DB 구축

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구축
과학
기술
산업기술기반
전문정보DB
구축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국내과학기술 학술지 인용색인 DB 및 다국
어기반 과학기술전문용어DB구축
-신약설계를 위한 2D, 3D 화합물정보DB구축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산업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정보 및
정밀산업(화학,기계,요업,전자)기술정보 DB
구축

정보통신통합정 한국전자 -정보통신 유관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술정보
보시스템 구축 통신연구원 DB 구축 및 정보통신 종합정보유통망 구축

2.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http://science.knowledge.go.kr/index.h
-tml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한국전산원이 전담하고 KISTI가 주관하는 국가
지식자원 DB를 운영하는데 DB의 구분은 과학기술정보, 산업기술정보, 건
설정보, 해양수산정보, 산림정보 등 5가지로 구분하고, 과학기술정보는 문
헌, 보고서, 학위논문, 특허 등이 있으며, 산업기술정보는 해외산업동향,
표준, 규격, 기술이전, 도입 및 부품, 소재 등이 있다.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http://www.iita.re.kr/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 정보통신연구개발결과의 산업화 촉진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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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정보통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 IT
정보단을 두어,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디지털화하였고,
'정보조사분석팀', '정보서비스팀'을 축으로, IT전략품목 조사 분석, 경쟁
국과 수출국 거점국 및 세계 IT 신산업 중심의 시장정보, 국가정보체계구
축, IT통합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ITFIND를 통해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 ITFIND

http://www.itfind.or.kr/

ITFIND는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주간기술동향, 세계시장 정책보고서, 시장동향, 기술동향, 전망,
정책, 특허분석, 기술로드맵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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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小結

1. 전반적인 검토

국가기술정보사업을 대상정보로 구분하면 ‘기술정보(문헌, 특허, 보고
서, 도서 등)의 수집유통’과 ‘가공된 기술정보(분석보고서) 제공’의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가공된 기술정보의 제공’은 기술지도(기술트
리 포함)와 기술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술분석은 특허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PM개발사업과, 시장분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인 기술 분석으로 특허청의 신기술동향 조사회, KSITI, 각 기술별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 분석보고서로 나눌 수 있다.

국가기술정보사업

기술정보
수집유통

가공된
기술정보
제공

기술지도

기술정보분석

특허정보

특허, 문헌,
시장정보

‘기술정보(문헌, 특허, 보고서, 도서 등)의 수집유통’의 경우 대상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도서관, 대학교이며, 대상정보는 문헌, 특허, 회의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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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고서, 도서 등이다.
‘가공된 기술정보(분석보고서) 제공’의 대상정보 및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기술지도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산업기술지도의 산업
기술재단이 있으며, ‘기술정보분석’에 있어서는 특허정보 분석의 특허청
및 전반적인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 각 기술분야별로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FIND,
전자기술부문의 전자부품연구원의 전자정보센터(EIC), 산업기술부문의 산
업정보망(IIN), 환경기술부문의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KONETIC) 및 부
품소재기술부문의 부품소재 종합정보망(MCT Ne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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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정·통·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EIC 전자정보센터

한국전산원

KETI 전자부품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전자기술분야

공공기술연구회
MCT-Net 부품소재종합전산망

산업기술연구회

부품소재기술분야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한국전산원

공공기술연구회

과학기술,교육,

IIN 산업정보망
한전 KDN
기술분야별 산업정보

학술,문화,역사
KISTI
IKIS 정부출연연구기관지식정보
인문사회연구회/경제사회연구회
PIRLS 공공자원목록서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nno-NET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발명진흥회
PM특허분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기관보유정보

특허청

iTA

신기술조사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기술동향분석

NORIS

KOTEF 한국산업기술재단

국가연구개발과제정보검색시스템

산업기술/부품소재개발 TR

교·인·자부

정보통신기술분야

iTFind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환경부

전국대학도서관
KONETIC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과·기·부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분야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TIN 과학기술동향 정보네트워크
KORDI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KOSEF 한국과학재단
전문정보연구센터
21개기술분야/16개대학
국가과학기술인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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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0년 이후 기술 분석정보는 특허 및 문헌을 통한 기술 분석
을 넘어 시장 및 사업성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분석으로 발전되고
있다.

2. 향후 검토사항

지식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 각 부처별로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나, 국가 기술정보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방향과 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복투자
및 균형 있는 정보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DB의 계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출연연구소는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 등 5개 연구회 산하에 있는데,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정보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종합정보시
스템’을, 그리고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의 정보관리를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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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지식정보’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 시스템명의 구분이 모호
하며,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은 한국전산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지식
정보’는 해당 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 차이에서 오는 정보의
형태, 이용방법의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관리와 관련하여 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과제정보검
색시스템’과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국내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21개 기술분야별 전문연구정보센터
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
술동향정보네트워크’는 제대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DB
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술정보의 경우 전문성을 위해 바람직할수도 있기 때문에 각 시
스템간의 정보중복을 피하고 각기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가공된 기술정보제공] 부문은 [기술정보수집유통] 부문에 비해
시스템명의 모호함이나 중복은 적은 편으로 우선, 대상정보의 구분으로
나뉘는 경우와, 전문기술부문으로 중첩없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종합적인 기술분야를 담당함으로써 각 기술별 전
문정보기관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가 숙제이다.
다만 관련되는 모든 기관의 과제선정에서 국가의 목표가 되는 기술과
제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산발적인 운영과 연계성이 낮
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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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련기관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유통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전에 과제의 범위, 분석의 깊이에 대한
상호역할과 연계를 통합․조정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 기술정보사업이 전
개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국내 특허정보사업 현황

특허정보사업’은 정보조사, 분석, 평가 및 기술이전 등 전반적인 정보
서비스 사업에 있어 특허정보에 관련된 사업만을 의미하며, 정보대상에
있어 기술정보 중 문헌정보를 배제한 특허정보 만으로, 그 외 시장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에서도 순수한 정보처리업으로 정보조사, 분석 및
평가에 국한하며, 따라서 DB 사업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파악할 수 없어 부득이 국가 행
정기관 및 공지되어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국내 관련기관 및 민간업체가 정부 또는 개인이나, 기업체,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아 별도로 수행한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Ⅰ. 특허청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특허정보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사업이 가장 많으며, 규모 또한 가장 크다.
특허정보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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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특허분류(IPC) 부여사업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한 국제특허분류(IPC) 부여로서 고급인
력인 심사관을 단순․반복 업무인 분류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심사관의 효
과적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분류업무는 그 특성상 심사관이 기피하는
단순 업무로 분류업무의 전문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2001년부터 특허분류 부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한국특허정보
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IPC 분류의 전문성 제고 및 특
허기술 분류의 일관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분류심사관을 실
체심사관으로 복귀시켜 심사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고시한 전문기
관지정요건(특허청고시 제2000-5호 제3조)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전문기
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IPC 부여에 필요한 문헌(DB 포함) 및
전산검색용 장비, 전자화된 출원내용 저장장비를 보유해야만 하고, 둘째,
IPC 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기술분야별 학사 학위이상
의 부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부여인력의 수가 25명 이상이어야 하
며, 셋째 IPC 부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
로써 IPC 부여업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아니되고, IPC 부여업무와 관련하
여 임·직원의 비밀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는 제약조건을 달고 있다.
현재 이러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내 기관 및 업체는 특허
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민간
기업인 (주)윕스 정도에 불과하다.

2. 선행기술조사사업

76

-제4장 국가기술정보사업과 PM사업과의 연계-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로써 심사관의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심사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심사관의 업무 중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이 같은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기술 조사기관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지정요건
(특허청고시 제98-7호 제3조)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즉, 검색에 필요한 한국, 일본, 미국 및 EPO의 특허․실용신안 문헌을
DB로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DB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검색용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고
기술분야별 학사학위이상의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조사인력의
수가 10명 이상일 것. 셋째, 조사업무가 공정성 유지와 함께 보안 유지 및
임․직원의 비밀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을
자격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KIPI)에서 250여명에 가까운 인력이 참여하
여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검색용 장비인 특허 DB는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위 3개 기관 및 WISDOMAIN이 보유하고 있어 대다수의 특
허정보 업체는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3. PM 제작․보급사업

국내외 특허정보자료 및 기술개발동향을 분석․정리하여 국내 산․
학․연 등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PM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특허청 심사조직 체계별로 한 해에 24개 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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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동향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에서 주관 하에 민간 특허정보 기관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이 주로 참여하
고 있으며, 과제당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지급된다. 매년 3월 정도에
시행되며, 입찰형식을 띠고 있는 사업으로서 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의
자격요건(관련 기술분야 연관도 등)이 규정되어 있고, 기술심사를 통해 적
임기관이 선정되고 있다.

4. 학술연구용역사업

특허청 심사국별로 필요에 의해 선정된 기술에 대한 기술동향 및 특허
분석 작업으로 과제당 평균 3,000~4,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비정기적으
로 발생된다. 2002년에는 “초고속 가입자망 전송기술”, “MP3 관련 기술동
향 및 특허분석” 등의 과제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 사업을 시행한 바 있
다. 이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한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단체(법인) 등에 의해 연구가 진
행되며, PM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작업기간이 짧고, 용역비가 적은
것이 양 사업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5. 특허정보지원시범사업

2002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특허청의 지원으로 전국 지방 상공회
의소를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PM)이다. 전국적으로 총 20여 건이 대상이었으며, 5개의 민간 특허정보
업체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평균 1건당 700만원이 지원되었다. 지방 상공
회의소에서의 당 사업의 추진은 2002년 초 특허청에서 지정한 각 지방 상
공회의소내 특허정보 지원센터가 주관하였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한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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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흥회 특허분석 담당자 등이 전문업체 선정 및 사업진행 등에 대한 심
사 및 자문을 하게 된다. 금년도에도 작년 정도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Ⅱ. 한국발명진흥회(KIPA)

1. 산업재산권 진단과제 사업

1) 개요
21세기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
하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기업 및 국가
의 생존과 경쟁, 그리고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자체적인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리체계가 미흡한 국내 중소·중견·벤쳐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연구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분석전문집단(진단기관)
을 활용하여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통한 R&D추진방향과 분쟁
발생 대응책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제25
조의 2에 의거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이 진단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착수, 기술도입 추진 이

전에 특허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사전 종합진
단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방향 설정, 중복투자방지 등 효과도모를 위한 사
업이다.
2003년 기준으로 진단과제별 총 소요비용은 1,500만원 이하의 금액으
로서 소요되는 비용 중 75%를 정부에서 보조하며, 년 평균 24개 과제에
대한 진단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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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제의 선정은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정책에 부합하고 국내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진단기관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17개 기
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시행이후 진단기관의 특성상 실적이 전무한 기관
도 있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관도 있어 진단 기관 자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모집과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정책에 부합하고 국내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산업기술 부문 및 분야로서 연구기술
개발과제나 특허등록이전까지의 기술과제이다.
3) 진단내용(범위)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자체 구축된 DB 또는 대민 특허정보 서비
스기관의 특허DB를 이용하여 요청과제에 대한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
술조사 및 기술정보수집
▶ 수집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M 작성
▶ 조사된 특허기술정보와 PM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추진
방향 제시 및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 클레임에 대한 사전대응책수립 등
진단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 R&D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허기술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교육 및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4) 진단기관 현황 및 진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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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 기 관

진

단

분

야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계, 전기/전자, 금속/재료, 정밀화학/재료, 환경/에너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에너지, 토목/건설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주)인포클루
5.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생물산업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정밀화학/재료, 식품

6. 패턴트인포

기계, 전기/전자

7. 테크빌특허사무소
8. (주)아이피테일러

기계, 전기/전자, 화학/미생물, 식품/생활/섬유/토건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분야

9. Lee & Kwon특허사무소
10. 하나특허정보(주)
11. (주)위더스

전기/전자, LCD/광학/재료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화학/재료, 일반

12. 김종수특허사무소
13. 김태준특허사무소
14. 일송특허사무소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정밀화학/재료, 섬유제품/염색
기계, 전기/전자, 화학, 광학

15. YOU ME특허사무소
16. 유니스특허사무소
17. (주)윈스랩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의약, 화장품, 식품, 생명공학

5) 지원절차(수행체계)
지
정
(진단비용지원)

사업전담기관

선
정
(지도및사후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신
청
(진단결과보고)

신
청
(활용실적보고)
진 단 의 뢰
(진단비용일부부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진단결과제공
(지도및사후관리)

지원대상기관

2. 특허기술 평가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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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당해 특허기술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원활한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특허기술
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 기술시장의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업무내용으로는 특허기술평가업무 수행,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체계 확립, 평가관련 세미
나, 심포지엄 등 개최, 발명에서 사업화로 기술․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의 방향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사업내용
▶ 발명(특허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발명(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
▶ IP-Mart 기술평가 및 특허 엔젤클럽 투자용 평가
▶ 평가결과의 사업화 지원(시작품제작지원, 정책자금지원 등)

Ⅲ. 중소기업청(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1.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평가

2002년에 시행된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평가’로 중소기업 등
이 그 과제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
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2003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비정기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당시 시행된 사업내용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통해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고,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이를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총 50억원
의 예산을 평가기관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하는 기술에 대
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과제당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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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사전에 평가주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그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되었고 기관명은 아래와 같다.
주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컨소시엄 참여기관
다산벤처(주), (주)한국바이오네트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인터베스트, 한국기술평가(주)외 10개
한국기술거래소

IMM창업투자(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외 5개

[평가기관 컨소시엄 구성현황]
1) 배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의 제품을 본격 개발하기
에 앞서, 사업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중복과 실패를 줄이고, 사업
화성공율의 제고를 통해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전 단계가 없이 연구개발과제 선정과정에 포함하여 운용되
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연구가 수행되거나, 실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상태에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기술성․사업성 평가
분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한국기술거래소 등 3개기관을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
결한바 있으며, 각 주관기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25개 기관의 약
2,000명에 달하는 평가인력 풀을 확보했다.
2) 평가결과 보고서 중요 수록내용
․평가개요(목적, 대상 기술개요, 회사 개요 등)
․기술성 평가(특허정보 활용)
․기술성 분석(특허권 분석, PM 활용, 실현 가능성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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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분석(사업특성 분석, 시장성 분석, 수익성, 마케팅 분석)
․종합 진단 및 컨설팅

Ⅳ. 과학기술부

1. 정책연구사업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책 및 지역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
난 4년간 총 349개 과제를 수행(총 467억원)하였다. 그 중 특허정보는 기
술개발 용역이나 정책연구용역 부문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
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예산 집행상의 문제로 사업규모를 계속 축소하
고 있는 실정이다.

2. 2003년 사업추진 계획

정책연구용역과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정책연
구용역은 국내외 과학기술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과학기술분야의 정
책대안 발굴을 목적으로, 지역기술개발용역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신규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은 계속 과제만 중간평가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지식정보화를 위하여 동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ti.re.kr/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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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jsp)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특허정보와 연관된 분석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5종류가 있다.
․분석 평가보고서 : 최신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뉴스브리프 : 간략한 기술개요 및 특허동향
․심층정보 분석보고서 : 기술문헌, 특허 및 시장동향
․기술동향 분석보고서 : 기술특허동향
․기술가치 평가보고서 : 특정기술의 가치평가

이들 보고서는 동 연구원의 정보분석부에서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심층
정보로서 정보분석부 연구원들과 전문 연구위원,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 인력에 의해 작성된다. 이외에도 정부 또는 외
부기관에서 의뢰한 기술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Ⅵ. 기술신용보증기금(KOTEC)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
체계를 확립, 기술평가에 의한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7
년 3월 문을 열었다. 서울을 비롯 인천, 수원, 대전, 광주, 전주, 대구, 부
산 등에 1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센터에선 1백79명의 평가인력
과 47명의 공학박사를 비롯한 56명의 전문 인력이 뛰고 있다. 기술평가의
종류는 기술가치 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이다. 기술가
치 평가는 기술이전, 거래 기업 인수합병 등을 위한 평가와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미한다. 기술사업 타당성평가는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려고
할 때 해당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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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을 위한 기술평가, 기술인증 및 선정평가, 특허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종합기술평가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시장 등록심사 참고용 평가, 우수
기술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을 말한다. 기술평가센터
는 2000년 8,353건의 기술평가를 처리했고, 2001년엔 11,642건, 지난해엔
13,848건의 처리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15,000 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평가센터에서 시행하는 "특허기술평가"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다. 평가신청일 현재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과 실용신안
법에 의해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이 평가대상이다. 특허권 또는 실
용신안권을 보유한 내국인(동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나 전용실시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에 한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Ⅶ.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출연연구사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
술부의 ‘특정연구 개발사업’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국가연구개
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기술 분야가 공고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가 접수되면 지원과제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은 기술분류(360개)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 전문가 심의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
풀인 기술평가위원회는 7,000명 규모의 산학연구 전문가로 운영되고 있으
며 1개 위원회당 8∼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균 4∼8개 과제를 심의
한다. 2002년에는 지명도와 평가실적에 따라 41개 기술 분과에 400명 수
준의 우수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Ⅷ. 전자정보센터(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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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센터(Electronics Information Center)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으
로 전자부품연구원(KETI)에서 운영하는 IT분야 전문 정보 사이트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한 국내외 업계 동향 및 각 분야의 심층분석 기술정
보, 정부의 관련 예산 정책 등을 DB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기술정보" 란에 들어갈 전자/통신 분야의 산업 및
기술 동향 분석 자료 보고서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Ⅸ. 한국 기술거래소

1) 평가사업 개요
한국기술거래소는 정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으로서 등록된 특허 또
는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한
다. 이 평가는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며,
평가수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활발
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평가의 활용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본인이 발명한 발명품이 과연 기술
성과 사업성이 우수한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특허
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실시알선(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평가결
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우
수발명품 우선 구매추천 선정심의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
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지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회생특
례 지원사업 및 과학기술부의 기술담보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87

-제2절 국내특허정보사업현황-

3) 지원내용 및 절차
1건당 기술평가 수수료의 80%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
능하며, 신청인 1인당 연간 최대 4건을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로 심의위
원회에서 선별(평가과제 적정성, 평가활용계획, 국가산업발전기여도 고려)
하여 결정하며,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후 한국
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 지원신청을 하면 이를 지원하게 된다.

Ⅹ. 小結

‘특허정보사업’은 전세계적으로 Pro-Patent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특
허정보가 기술정보이자 권리정보인 만큼 국가 기술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특허정보와 관련된 사업의 주체는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특허청 및 특허관련기관, 기술에 관련한 행정기관, 기술평
가 및 이전기관, 기술정보기관 등이며 모두가 국가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특허정보 사업의 흐름은 역시 특허행정관청인 특허청이 좌우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특허청에서 운용되는 제도와 특허정보 사업을 종
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의 주요사업은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사업, 선행기술 조사사업, 상표조사 용역사업, PM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
특허정보지원시범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140여억 원
이며,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행기술 조사사업이다. 기타 위의 사업을 제외하고도 특허정보와 간접적
인 관련이 있는 국내특허 영문 초록화 작업등이 특허청의 필요에 의해 시
행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이 시행한 ‘PM개발사업’은 특허정보서비스업의 태동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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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최근 특허청에서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방안’으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건을 보면,「국가기술지도(1단계)」,「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등이 있으며 그 내용이 특허정보 활용확산을 위한 아
래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향후 특허정보사업은 보다 밝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정보 확산 3개년 계획(2002년∼2004년) 추진방향은
첫째, 국가 차원의 기술감시 체제, 국가 기술혁신전략 수립 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시범사업 실시 및 정부관련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둘째 기
업 경영 전략 및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한 특허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기
술경쟁력 강화 지원, 셋째 특허넷(KIPONET)에서 생성되는 통계의 국가
정책적 활용으로 특허넷 구축 효과의 극대화 등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 특허정보제공업체의 전문성 강화 및 육성으로 경쟁을 통한
가공된 고품질 특허정보 제공을 통해 특허정보 산업의 육성방안까지도 포
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타 특허정보사업의 핵심기관으로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
는 ‘산업재산권 진단과제’는 2003년 3월 현재 17개 진단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기술과제에 대한 진단을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인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허정보의 활용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외 특허정보사업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2002년 중소기업청에서
처음 시행한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평가’가 있으며, 이는 기술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기술거래소를 지정하여 수행되
었으나 2003년에는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과학기술부 주관의 ‘정책
연구사업’은 대부분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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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허정보 관련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
학기술평가원 및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특허정보사
업’ 발생원으로부터의 과제와 내부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체 인력이 있으며, 초과되는 업무량이 외부용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용역형태는 타업종의 하청과 같은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특허정보사업’의 주요 발생원은 특허청, 중
소기업청 및 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 3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소기업청
의 경우 사업계획이 없고, 과학기술부의 미미한 활동으로 인해 결국 특허
청만이 유일하게 ‘특허정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절 국가기술정보사업과 PM사업의 연계

Ⅰ. 서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기술정보사업 중에서 PM개발사업은 ‘가공된 기
술정보제공’부문의 ‘기술분석’중 ‘특허정보’ 해당한다.

가공된 기술정보 제공

기술분석

기술지도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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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업의 연계성 검토하기 위하여 과제에 있어서는 국가기술지도와
성장 동력 10대 산업과 분석대상정보, 분석의 범위 및 깊이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기술 분석보고서와 비교하였다.

[10대 국가적 전략 산업]
10대 산업
디지털 TV/방송

세부구성 품목/기술 (예시)
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디스플레이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 소재

지능형 로봇

가정용 서비스로봇, IT기반 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 소재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4G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매틱스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디지털컨텐츠 제작․이용․유통 시스템,
임베디드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차세대 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 소재

바이오 신약/장기

문화컨텐츠,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Ⅱ. 국가 기술지도 및 성장동력 10대산업과의 비교

국가기술지도작성과제와 성장동력10대사업과 특허청의 PM개발사업 과
제와의 연관성을 살핀 결과 2000년부터 2003년 작성중의 과제 총 96개 과
제 중 55개 과제로 이미 57%가 국가정책과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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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담당부서

2000년

2001년

일반기계 CNC 공작기계

금속성형기술

초정밀 금형

브레이크 시스템

차체 현가장치

운반기계 차세대선

포장기계

컨테이너선

원동기계 저공해 자동차

직접분사식 엔진

가스터빈 엔진

정밀기계 마이크로머신

초소형정밀기계
기술응용

최신광학장치 및
광이용 계측장비

나노 계측기술

공조기계 냉동 공조

특수 냉동기술

고효율흡수식냉동기

자연친화형공조시
스템

제어기계 자동차 부품기술

자동차변속기구조
및 제어기술

지능형로봇

하이브리드자동차

자동차

심사
2국

금속

자동차 소음진동
저감기술

미래형 철강

2002년

정밀절삭가공기술
자동차용 승객안
전장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가솔린엔진분사
제어기술

강판표면처리기술

첨단주조기술

신용접기술

광통신용
유기화학
고분자 신소재

고분자 첨가제

실리콘 고분자

고분자필름

무기화학 폐에너지 활용

화석연료의
탈황탈질기술

기능성 분리막

파인세라믹스

정밀화학 원재

염안료

감광재료

바이오칩

휴먼게놈

수질오염방지기술

면역요법제

약물전달시스템

천연물의약 및
화장품

정밀화학 접착제
심사 유전공학 기능성효소
3국
항암치료 및
약품화학
진단시약
섬유생활 고기능 섬유소재

첨단부직포 제조 및
섬유생산설비
응용기술

첨단염색가공기술

농림수산 기능성식품

식품발효기술

식물 개량기술

전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전자

전자계측 장비

정보

멀티미디어관련기술 자기헤드

통신

종 합 정 보 통 신 망 과 이동통신핵심
ATM
부품기술

심사
반도체(1) 플래시 메모리
4국
반도체(2) PDP 관련기술

전기노이즈
저감기술
첨단교통
제어시스템

자동화재배기술
정밀제어모터
암호전자서명기술
차세대광기록장치

컴퓨터

정보처리 및 컴퓨
터운영관리기술

건설기술 장스팬기술

국가기술지도

디지털비디오
편집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광신호 전송기술

휴대용 정보
다기능 휴대폰
단말 기술
반도체 제조용 노광 반도체 제조용
고주파 반도체 소자
장치
증착기술
LED

박막트랜지스터

영상기기 액정표시용백라이트 3차원 입체영상기술 디지털 테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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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반도체패키지기술
동영상 압축기술

컴퓨터 입력장치

전자상거래영업방법 인터넷 정보
관련 기술
검색기술

연약지반 개량기술

구조물보수보강기술 조립식 건축물

성장동력

국가기술지도+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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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술분석보고서와 비교

1. 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는 PM개발사업과 같이 전체기술 분야
를 담당하고 있어 KISTI의 기술 분석보고서 과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94개 과제 중 15개 과제(16%)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국별

담당과

2000년

일반기계 CNC 공작기계

2002년

2003년 작성중

금속성형기술

초정밀 금형

정밀절삭 가공기술

브레이크 시스템

차체 현가장치

자동차용승객안전장치

운반기계 차세대선(船)

포장기계

컨테이너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원동기계 저공해 자동차

직접분사식 엔진

가스터빈 엔진

가솔린엔진 분사
제어기술

정밀기계 마이크로머신

초소형정밀기계
기술응용

최신광학장치 및
광이용 계측장비

나노 계측기술

공조기계 냉동 공조

특수 냉동기술

고효율 흡수식 냉동기 자연친화형공조시스템

제어기계 자동차 부품기술

자동차변속기구조
지능형로봇
및 제어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강판 표면처리기술 첨단주조기술

신용접기술

고분자 첨가제

실리콘 고분자

고분자필름

기능성 분리막

파인세라믹스

정밀화학원재

염안료

감광재료

바이오칩

휴먼게놈

수질오염 방지기술

면역요법제

약물전달시스템

천연물의약 및 화장품

섬유생산설비

첨단염색가공기술

자동화재배기술

식물개량기술

자동차

심사
2국

2001년

금속
유기화학

자동차 소음진동
저감기술

미래형 철강
광통신용 고분자
신소재

무기화학 폐에너지 활용
정밀화학 접착제
심사 유전공학 기능성효소
3국
항암치료 및
약품화학
진단시약
섬유생활 고기능 섬유소재
농림수산 기능성식품

화석연료의 탈황탈
질기술

첨단부직포제조 및
응용기술
식품발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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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기노이즈저감기술 정밀제어모터

디지털비디오편집기술

전자

전자계측 장비

네트워크 보안기술

정보

멀티미디어관련기술 자기헤드

통신
심사
4국

종합정보통신망과
ATM

첨단교통제어시스템 암호전자서명기술
차세대광기록 장치

이동통신핵심부품기 휴대용
술
정보단말기술

반도체(1) 플래시 메모리

고주파 반도체소자

반도체(2) PDP 관련기술

LED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기술

건설기술 장스팬기술

컴퓨터 입력장치
연약지반개량기술

다기능 휴대폰

반도체 제조용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치

증착기술

박막트랜지스터

반도체 패키지 기술

영상기기 액정표시용백라이트 3차원 입체영상기술 디지털 테레비전
컴퓨터

광신호 전송기술

전자상거래 영업방법
관련 기술
구조물보수보강기술

동영상 압축기술
인터넷 정보검색기술
조립식 건축물

2. 분석내용

기술분석보고서의 분석대상정보, 분석의 범위 및 깊이를 비교하기 위
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술 분석보고서와 비교하였다. 예로서
‘백라이트’를 비교하였는데, 다른 보고서들도 대동소이하여 전체를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특허정보만을 비교 한 것이다.
각 전문연구기관의 기술 분석보고서는 서술형식으로 기술동향을 표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

1) 내용
PM개발사업의 내용은 특허분석이 주를 이루나, KISTI 기술분석보고
서는 기술문헌과 시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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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PM개발사업

KISTI 기술분석보고서

1. 기술동향

1. 서론

2. 산업동향

2. 기술개요

3. 기술분류, 분석범위

3. 기술문헌, 특허정보분석

4. 특허동향

4. 시장동향 및 전망

5. 권리분석 및 전망

5. 결론

2) 분석대상정보, 분석의 범위 및 깊이
대상연도와 국가에서 PM개발사업이 범위를 보다 넓게 가지고 있으나,
이보다는 특허분석에 있어, KISTI 기술분석보고서는 대분류만으로 분석
하고, PM개발사업은 세분류까지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라
고 할 수 있다

구분

PM개발사업

KISTI 기술분석보고서

연도

1980년-

1990년-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미국, 일본

분류

16개분류

5개분류

Ⅳ. 小結

기술분석에 관련한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특허청,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환경관리공단,
한전KDN, 한국산업보건진흥원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는, 특허청의 PM개발사업이 유일하게 특허정보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기관은 특허, 문헌, 시장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술분야로 구분하면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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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이외기관은 각기 관련 전문 기술분
야를 맡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의 PM개발사업은 종합적인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그리고 각 기술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기술분
석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과제의 연계성에서, 국가 기술지도와 성장동력 10대 산업과는 PM개발
사업 과제의 절반이상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의 기술분석과제와는 16%로 연관성이 낮다.
PM개발사업 결과물과 함께 특허청 신기술동향 조사회의 신기술동향보
고서는 각 기술별 국가 정보기관 및 연구기관의 기술 분석보고서의 참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기술지도 기술과제와 연관하여 PM개발사업 4개년동안의 총
96개 과제 중 35개 과제(약36%)가 관련되어있다. 한편 국내 PM과제 선
정시 일본PM과제를 제외시킨 것 등을 감안할 때 이미 상당부분을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술지도의 핵심기술과제와 비교한 일본 PM과제]
구분

1997년

1998년

산업용세정기술

산업용로보트

금속가공에의한제
지제용기
품의제조

기계

1999년

2000년

2002년

필름포장기술

차의자

하 이브 리 드 전 기 자 3차원물체
동차제어
식별기술

무인반송차

형상선별

금속사출
성형기술

자율보행기술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물리화학적피복에 의한
금속재료표면 경화처리

목재가공처리
기술

인발 압출에의 미세레이저
한 금속성형
가공

MEMS

소각로기술

레이저가공

윤활기술

래피드프로트다이
빙기술

일반브레이크구조 자전거기술

절단방식

아크용접기술

태양열
이용기술

2003년

연삭기술

사출성형용금형

전기적구동변

자동차 리사이
클기술
수확기
프레스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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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센서와응용 액정구동기술 CPU기술

전기

컴퓨터그래픽
비접촉형IC카드
스와 응용

C RM 지 적 재 산 관리
네트워크가전
시스템

인쇄배선판

프로그램제어 디 지 털 동 화 상 이 동 체 통 신 시
압력센서
기술
압축기술
스템

고속시리얼
버스기술

표시용 조명용
LED기술

직류모터

반도체레이저 초전도기술

개인조합

전자투과기술

음성압축기술

휴대전화기와응용 CAD CAM

전자상거래
금융비지니스

빌드업다층
프린트배선판

브로드밴드
루다기술

IC카드

2차전지

휴대전화
표시기술

모바일기기
절전기술

광 통신 용 회 로
부품

액티브매트릭스
PDP 구동기술
액정구동기술

LAN

화상인식기술

프로그램제어기
고효율태양전지
술
반 도 체 레 이저 활
성층
무선 LAN
효소이용기술

플라스틱
압축성형

물리적증착

페라이트
세라믹

태양전지

도료용
수지조성물

면역공학
바이오의약품

광촉매와 응용 바이오센서

바이오칩과
증폭기술

콘크리트첨가제

유전자공학

세포이용기술

화학적증착

세라믹접합

생체친화성세라믹재 바이오매스
료
에너지

전기도금기술

금속열처리

유기EL소자

농약

유기EL소자

플라스틱광화이버

기능성
섬유가공

발 효 식 품 양 조 생분해성
식품
폴리에스테르

고체고분자형
전지

기능성
플라스틱

항 균 성 화 합 물 유기도전성
과 응용
폴리머

초임계유체

화학
엔지니어링세라믹 주형조형기술

미생물
이용기술

플라스틱
리사이클

나노구조
탄소재료

복합재료
유전자

효모이용식품

키친 키토산의
제조 이용기술

연료

리튬폴리머전지

게놈공학

일반

복지용구

품종개량기술 환경측정기술

적층체의구조

커튼월

흡착에의한
기술

염색가공기술

식품보존기술 콘크리트제품

방범 방재
시스템

기체막분리장치

기능성식품

고체산업
폐기물처리

폐수처리기술

내진면진제
진구조 장치

생활관련세정

반도체세정과 환 알루미늄
리사이클기술
경적응기술

건축용벽재

다이옥신
대책기술

형 상 기 억 합 금 소 각 로 배기 가 스
과응용
처리기술

베리어후리주택

의료용진단
기구

동물 식물성
폐기물처리

자동판매 무인
무연기술(납땜)
점포

식품폐기물의
처리 이용

치료용 수술용
접착기술
기기
바이아
후리기술

수처리

생산관리시스템
질량분석

마그네슘합금

융설기술
간호용입욕장치

대 체 플론 무 해
화기술

이해체기술

건조기술

토양개량
안정제
의료시스템

<

부분이 관련있는 것임>

97

-제3절 국가기술정보사업과 PM사업과의 연계-

국가의 유한한 자원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의 미래를 열어갈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기술지도에서 선정돤 기술
과제이기 때문에 PM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이, 국가기술지
도가 국가의 기술의 향후목표로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PM과제 선정시
기술지도과제는 물론이고 각 부처에서 한국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추진하
고 있는 과제들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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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PM 관련사업 16)

Ⅰ. PM 개발사업

1. 추진배경

1) 중소·벤처기업에 핵심·원천기술의 체계 확립
-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해야할
기술을 조기에 발굴 하고 우리 산업기술의 좌표와 방향을 설정
2) 기업의 연구개발(R&D)에 있어 특허정보 활용도 제고
- 기업의 PM작성에 따른 인적, 시간적, 경제적 자원을 절감시킴은 물
론, 이를 통한 기업간 중복연구 및 대내·외 특허분쟁소지 사전방지
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킴
3) 특허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망 Infra구축
- 중소·벤처기업에 특허권 이전 및 유통에 따른 활성화 도모
- 특허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 Infra구축
4)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기술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정부가 기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검증자료로 활용

2. 추진전략

16)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유통부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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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특허기술정보의
분석 정리를 통한 기술 인프라 체제 구축 지원
- 첨단기술분야, 성장유망분야, 벤처기술분야,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우선지원을 통한 국가적 기술개발 촉진
- 국내 산․학․연에의 연구개발 및 개발방향을 제공함으로써 중복투
자의 방지
-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추진
2)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재고를 통하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유확대
도모 및 지식재산권 창출역량의 배가

3. 목적(2003년)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기술정보 약 1,822만건(국내 572
만건)을 핵심기술분야별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보급함으
로써, ⅰ) 특허기술정보의 산업기술정책수립, 업계의 R&D 등에 활용, 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특허기술정보의 분석․
정리를 통한 기술인프라 체제구축, ⅲ) 기업의 지재권 창출역량 배가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 보유 확대 및 불필요한 특허분쟁의 사전예방에 기여
등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4. PM결과물의 활용

1) 산업계활용
기술발전 동향 파악 및 연구․기술개발 방향의 설정, 산업재산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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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가이드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소
소

등에 PM결과물을

무료로

보급하고,

및 특허정보열람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Web-Server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공공부문 활용
산업정책수립 및 국가예산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기술 분야별
기술동향 및 특허분석 자료의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다.
3) 특허심사에의 활용
전문기술 내용의 이해 및 기술발전 동향을 인지하고, 신속․정확한 선
행기술검사가 가능하다.

5. 사업추진체제 17)

특
과업내용및
총괄계약

허

청
최종결과보고
및 납품
Map 위 원 회

계 약

PM분석기관선정
PM결과물 중간,최종평가

한국발명진흥회

협상에의한계약입찰
기술가격분리입찰

기술자문위원
분석Data제공

결과물납품

사업관리 및
평가

단계별업무수행
경과보고

기술의체계 확립
단계별 업무수행 결과자문

자문수행

PM분석기관
PM분석기관
직접 또는 조달계약체결

자문의뢰

6. 사업기관별 역할

1) 특허청
․PM개발사업 총괄지도·감독 및 장기발전계획수립
17) 2003년부터 계약체결에 있어서 종전 방식과는 약간 상이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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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총괄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기술의 체계확립
․선행기술조사 및 원시 Data가공·정리(PM분석기관에 제공)
․사업제안요구서(RFP)작성(사업관리 및 주관기관 PM작성에 따른 세
부지침 등)
․Map위원회 및 자문위원 구성·운영
․기술분야별 PM공통사항 작성관리[PM시나리오, PM의 종류 및 실례,
검색식(향후 Update) 등]
․PM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수행결과 분석
․PM결과물의 보급 및 홍보
․차기년도 테마발굴 수요조사 및 수요자만족도 조사실시
3) Map위원회
․기술분야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PM과제 수행에 따른 중간 및 최종평가 수행
․PM작성기관선정을 위한 심의
․최종 결과물 구성형태 자문
4) 기술자문위원
․Map위원회위원중 특허청심사관 및 외부전문위원 등 2명 이내 구성·
운영
․기술분야별 PM과제에 대한 기술체계 확립 및 선행기술 raw-data
추출을 위한 해석범위 입안
․PM작성기관의 단계별 업무수행결과물에 대한 분석내용자문 및 조정
․중간 및 최종결과물 평가시 결과물에 대한 의견제시
5) PM작성기관
․기술동향분석, 문헌기술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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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PM작성
․기술분류별 정량·정성분석, 요지List 작성
․기술용어 해설 및 최종결과물 Digital Data 가공 및 납품

7. PM 과제발굴 및 선정

1) PM 예비과제 발굴
기업, 연구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기반 핵심기술에 대한 선
호도 및 분포도를 조사하여 차기년도 PM대상 세부과제 발굴
․기술수요조사 대상기관 : 국내기업, 대학, 연구소
․기술수요추천의뢰 기관 : 특허청 각 심사국을 통한 심사관 의견수렴

기술분야별 전문연구기관
- PM예비과제 인터넷 선호도 조사 : PM 홈페이지를 통한 차기년도
과제 선호도 파악
- 정부의 각 부처 정책추진과제 도출 :
기술집약적 산업, 한국의 미래기술 등 각 추천기관 및 예비과제
설문결과를 집계하여 24개 산업기술분야별로 Grouping후 Map위
원회상정

2) PM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방법)
- 기술분야별 우선순위 결정(1차)
․기술분야별 Map위원회 위원 합의에 의한 차기년도 예상과제 우선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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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분별(최종순위) 우선순위 결정(2차)
․기술분야별 Map위원회의 위원장간 합의에 의한 차기년도 PM과제
우선 순위결정

[PM테마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기준)
- 중소·벤처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
- 첨단·도입기술분야
- PM개발에 따른 기업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성장유망한 기술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3) PM과제 선정시 고려사항
․많은 국내기업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
․산업기술정책상 기술개발이 시급한 대상과제를 우선 PM대상 과제로
선정
․최첨단기술로 인하여 선행기술조사시 해당 건수가 적게 예상되는 과
제 우선 선정 과제에서 제외
․日本에서 이미 시행한 PM과제는 제외.
․대상과제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거나 대상 폭이 작은 경우에는 별도
의 범위로 설정하여 선정 심사국의 각 과에 1개 PM과제를 연계시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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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분야, 첨단기술분야, 기술의
파급효과 산업분야별 성장이 유망한 기술분야 등 기업에서 직접 기
술을 응용 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도출

4) 2003년 과제선정
PM사업과 신기술조사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사업성과물의 완성도제
고를 위해 2003년도 신기술조사 사업추진 과제와 연동 추진
- 신기술조사회에서 심사각국 및 기업의 의견수렴(설문조사방식)을 통
해 잠정 설정
- 선정과제는 산업자원부와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

8. PM과제 분석범위 및 작성사항

1) PM사업 조사분석 대상범위
․조사범위 : 1983.1.1∼2002.12.31까지의 특허공개자료, 필요시 기술분
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기술 자료의 조사범위 변동
가능
․조사국가 :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자료
․대상문헌 : 공개특허, 등록특허
2) PM작성사항
․수집된 특허기술정보, 일반기술문헌을 분석․평가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M작성
․미래기술 예측, 공백기술발견, 틈새 기술시장 예측 등
․기술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PM 작성
․PM작성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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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정량)분석내용]
․선행기술 기본조사(과제당 약 1만건) 자료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면
에서 기술동향 분석
(불특정 다수기업을 위하여 기술적인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
Map의 기술동향분석)
․미래기술개발 방향설정, 경영자의 경영정보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체계상 향후 개발 시 발전 예측되는 기술분석 등
․국내환경을 반영한 특정분야 분석
[권리화 및 정성분석]
- 분석대상
․분석대상 특허공보 초록(약 3천∼4천건) 및 Full Text입수(약 3백∼
4백건)
․기능별 세부기술 분석, 정리, 종합(초록 및 Full Text)
․기술과 기술의 상관관계, 기본특허 및 특허망 확인
- 분석내용
․분석대상 세부기술의 체계화(기술체계분석, 기술발전분석)
․기본(원천)특허에서 현재까지의 기술전개 및 세부현황분석
․구체적인 개발과제의 체계화, 장래예측(과제 체계 및 추이 분석) 등
[요지 List작성]
- List Up된 특허 중 주요특허 요약서 작성
(개발 장애 요인특허, 중요특허 대상)
- 작성항목
주요 핵심기술 내용․도면 가공 및 정리, 중요도Check 등
[공동부분관리 및 내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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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User)의 Map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도중에 도출된 내용
의 해설
- 검색식 제공(향후 자료 Up-date를 위한 제공)
- PM작성의 시나리오
- PM의 종류 및 예 등
- 평가 기초자료 작성 및 검토, Map위원회 제출
- Web-Server탑재 가공 Data 분석․정리

9. PM 작성기관 선정

1) PM 작성기관 신청자격
(사업분석기관 신청자격요건)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특허청장이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 특허관련업
무의 수행기관으로 PM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 단 PM작성기관 신청시 필수 구비요건
· 해당 기술전문가 1인 및 수행 인력의 50%이상을 자체인력으로
반드시 보유(해당기술전문가라 함은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및 특
허심사 경력의 소유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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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및 특허심사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특허전담부서에 소속되어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한 자로
서 그 재직기간 단, 전 직장에서 그 재직기간 중 연구개발 업
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증명서 제출시는 예외
- 변리사 사무소 또는 민간사설 특허정보회사에 소속되어 출원
대행, 선행기술 조사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서 그 재직기간
- 기업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의장․상표심사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그 재직기간
- 기타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직무를 수행한 기간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판정 기준

- 경력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10단위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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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해당 경력지수의 합이 1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관
의 충분요건으로 인정함
※ 동일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동 사업의 4개 과제 이상 제안
할 수 없으며 만일, 제안하여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원은
제안된 당해 연도 PM과제 모두에서 배제함.

공동도급 및 기술전문위원 위촉
- 수행책임자는 반드시 PM작성기관 소속의 전담인력이어야 함.
- 기타 필요시 기술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를 외부에서 위촉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외부에서 위촉된 수행참여자 및 컨소시엄 수행기관의 수행참여
자는 반드시 PM개발사업에 전담하여야 하며, 수행업무의 범위
를 명확히 하여야 함.
2) PM작성기관 선정심의기준
(주요 심의기준)
① 당해기관의 PM작성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연구시설
③ PM Theme사전조사의 충실성(명확성, 전문성)
④ PM작성 능력
(기술과제에 대한 IPC부여 및 검색·정보수집능력, 기술정보해석능
력, PM작성능력, 기술정보적·권리정보적 분석능력 등)
⑤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과 효과성(참여기관의 활용도 등)

(심의 및 선정방법)
① 사업총괄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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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보충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시 당해 신청기관의 수행책임
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정을 위한 심의는 별도로 정한 세부심의 기준표에 의거 심의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체집계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
상인 3개 기관을 PM작성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③ 기술분야별 Map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산·
학·연 등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청한 기관을 위원회 심의시 우선 선
정케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에서 최종 확정된 PM작성적격기관에서 응찰한 가격입찰서
중 최저가로 응찰한 1개 기관을 PM작성기관으로 확정한다.

10. PM개발사업 과제

국별 담당과

2000년

일반기계 CNC 공작기계
자동차

심사
2국

금속성형기술

자동차 소음진동 브레이크
저감기술
시스템

2002년

2003년

초정밀 금형

정밀절삭 가공기술

차체 현가장치

자동차용 승객안전장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가솔린엔진분사제어기
술

운반기계 차세대선(船)

포장기계

컨테이너선

원동기계 저공해자동차

직접분사식엔진

가스터빈 엔진

정밀기계 마이크로머신

초소형정밀기계기술 최신광학장치 및 광
나노 계측기술
응용
이용 계측장비

공조기계 냉동 공조

특수 냉동기술

고효율흡수식냉동기 자연친화형공조시스템

제어기계 자동차 부품기술

자동차 변속기
구조 및 제어기술

지능형로봇

하이브리드 자동차

강판 표면처리기술

첨단주조기술

신용접기술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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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광통신용고분자
신소재

무기화학 폐에너지 활용
정밀화학 접착재
심사 유전공학 기능성효소
3국
항암치료 및
약품화학
진단시약
섬유생활

전자
정보
통신
심사
4국

실리콘 고분자

고분자필름

기능성 분리막

파인세라믹스

정밀화학 원재

염안료

감광재료

바이오칩

휴먼게놈

수질오염방지기술

면역요법제

약물전달시스템

천연물의약 및 화장품

섬유생산설비

첨단염색가공기술

자동화재배기술

식물 개량기술

화석연료의

탈황탈

질기술

고기능

첨단부직포제조

섬유소재

및 응용기술

농림수산 기능성식품
전기

고분자 첨가제

고효율에너지기자
재
전자계측 장비

식품발효기술

전기노이즈저감기술 정밀제어모터

디지털비디오편집기술

첨단교통제어시스템 암호전자서명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멀티미디어관련기

자기헤드
차세대광기록 장치 광신호 전송기술
술
종합정보통신망과 이동통신핵심부품기
휴대용정보단말기술 다기능 휴대폰
ATM
술

반도체(1) 플래시 메모리

고주파 반도체소자

반도체제조용노광장 반도체 제조용
치
증착기술

반도체(2) PDP 관련기술

LED

박막트랜지스터

반도체 패키지 기술

3차원입체영상기술

디지털 테레비전

동영상 압축기술

영상기기
컴퓨터

액정표시용백라이
트
정보처리 및 컴퓨
터운영관리기술

건설기술 장스팬기술

컴퓨터 입력장치
연약지반개량기술

전자상거래 영업방법
관련 기술

인터넷 정보검색기술

구조물 보수보강기술 조립식 건축물

Ⅱ. 신기술동향조사회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기업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지식 경영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1세기를 이
끌어나갈 핵심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동향, 국내외 특허현황, 향후 발전
추세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산업 분야별 신기술동향을 조사·지원하기
위하여 신기술조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수행한 과제는 PM개
발사업 과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유는 PM사업결과를 보완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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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신기술조사결과 내용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요, 기술개
발동향, 시장동향, 특허출원동향 및 분석 및 기술개발전망 및 향후과제 등
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 특허청의 특허기술동향보고서도 이와 유사한 내
용구성형태이며, 양국 모두 철저하게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다만 과제선택에 있어 신기술조사회가 PM개발사업 과제를 그대로 이
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특허출원기술동향보고서는 보다 독립적인
테마선정과 함께 PM사업에서는 일본특허에 한정하나 동향보고서는 주요
국 특허를 추가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일본 PM 관련사업

Ⅰ. PM사업

1. 목적

-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문헌상 자사
의 기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어느 범주에 속해있
는지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 기술개방의 효율화
․특허의 권리정보조사를 통해 중복개발방지
․공개된 기술정보조사를 통해 최첨단 기술개발 동향파악
- 특허정보의 활용도 제고
기술개발동향, 권리화된 특허, 라이센싱 제공의사가 있는 특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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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검색방법과 특허정보의 가공․활용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

2. 테마 선정방법

통상성, 특허청, 연구소 등의 의견을 교환 후 최근 동향을 감안 최종
테마 결정 (Ex : 다이옥신 대책기술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첨단
기술관련 테마결정)하고 있으며 년도별 테마선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1997년
국가연구기관과 발
명협회지부에서 설

선정 문조사결과를 참조
기준 로 테마를 선정하고
PM작성 가능 여부

1998년
일본산업구조분석하
여 중소기업/산업분
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과제선정

1999년

비 고

통상산업성 희망정 해마다 과제선정
책기술과제(공업기 방법을 변경
술원, 특허청, 통상
성 의견 수렴)

확인

3. 분석 대상범위

1) 국가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공개, 공고공보를 중심으로 분석
하며, 특정분야에 한해 미국 등 해외 특허도 분석(권리분석이 아닌 동향
분석)
2) 대상색출
① IPC가 부정확한 것이 많기 때문에 FI, F-Term 및 Kew-word로 검색
② 건수 : 테마당 약 2∼3만건
2∼3만건을 모두 분석할 수는 없으며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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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함(중점분야선정). 검색된 자료에 의해 세부적으로 재분석 실시,
이를 그래픽화 하여 중요치 않은 부분을 차례로 제외하는 방법으로 중점
분야를 선정함.
③ 테마수 : 예산범위내에서 결정(참고로 특허청에서 발명협회에 소요
예산을 알려줌)되며 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연평균 23개 과제

4. 소요예산

연도별 예산 및 Theme수는 아래와 같다
년

도

1997

1998

1999

2000

계

금액(億円)

4.2

4.8

4.8

5.5

19.3

테 마 수

18

24

24

28

94

1개 과제당 사용예산
∘1개과제 작성비용(작성기관)
1천만엔(평균) (한화 약 1억1천만원)
∘1개과제 부가소요비용(발명협회)
1천만엔(평균) (한화 약 1억1천만원)
Data가공비, 인건비, 운영비 등
PM작성 1건당 소요비용 : 약 2천만엔(한화 2억2천4백만원)

5. PM 작성기관

약 30개사 정도가 대상이 되며, 전년도 작성기관, ATIS회원(24개사)
기업18) 및 신규작성 희망기관들로 이중 10-15사 정도를 작성가능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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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다.

6. PM개발 과제

구분

기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산업용세정
기술

산업용
로보트

연삭기술

필름포장
기술

차의자

하이브리드전
기자동차제어

3차원 물체
식별기술

금속가공에
의한 제품의
제조

지제용기

무인반송차

형상선별

금속사출
성형기술

자율보행기술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사출성형용
금형

목재가공
처리기술

MEMS

물리화학적 피복
에 의한 금속재
료표면경화처리

소각로기술

레이저가공

윤활기술

일반브레이
크구조

자전거기술

절단방식

전기적
구동변

태양열이용
기술

자동차리사이
클기술

인발압출에의 미세레이저
한 금속성형
가공

아크용접
기술

히트파이프

래피드프로트
다이빙기술

컴퓨터그래픽
스와 응용

비접촉형
IC카드

CRM 지적재산
관리시스템

네트워크가전

수확기
프레스가공

적외선
센서와 응용

액정구동
기술

인쇄배선판

프로그램제
어기술

디지털동화 이동체통신시
상압축기술
스템

압력센서

고속시리얼
버스기술

표시용 조명용
LED기술

직류모터

반도체레이
저

초전도기술

개인조합

전자투과
기술

음성압축기술

휴대전화기
와응용

CAD CAM

전자상거래
금융비지니

빌드업다중
프린트배선

브로드밴드

스

판

루다기술

전기

CPU기술

18) ATIS(Associ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대기업의 정보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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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LAN

화상인식
기술

모바일기기

2차전지

휴대전화표시기술

광통신용
회로부품

액티브매트릭스액
정구동기술

PDP
구동기술

프로그램제어기술

고효율
태양전지

전기

절전기술

반도체레이저활성
층
무선 LAN
효소이용
기술

화학

플라스틱
압축성형

물리적증착

페라이트
세라믹

플라스틱
리사이클

나노구조탄
소재료

복합재료

광촉매와
응용

바이오센서

바이오칩과
유전자증폭
기술

효모이용
식품

태양전지

도료용수지 면역공학바이
조성물
오의약품

콘크리트
첨가제

유전자공학 세포이용기술 화학적증착

세라믹접합

생체친화성
세라믹재료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기도금
기술

금속열처리

유기EL소자

농약

유기EL소자

플라스틱
광화이버

키친 키토산의
제조이용기술

엔지니어링
세라믹

주형조형
기술

기능성
섬유가공

발효식품
양조식품

기능성
플라스틱

항균성화합
물과 응용

미생물
이용기술

생분해성폴리에스 고체고분자
테르
형 연료전지
유기도전성
폴리머

초임계유체

리튬폴리머
전지

게놈공학

일반

복지용구

품종개량
기술

환경측정
기술

적층체의
구조

커튼월

흡착에 의한
수처리기술

생산관리
시스템

염색가공
기술

식품보존
기술

콘크리트
제품

방범방재
시스템

기체막
분리장치

기능성식품

질량분석

고체산업
폐기물처리

폐수처리
기술

반도체세정과
환경적응기술

알루미늄리
사이클기술

마그네슘합금

내진면진제진 생활관련세
구조장치
정

건축용
벽재

다이옥신
대책기술

형상기억 소각로배기가스처
합금과 응용
리기술

의료용
진단기구

동물 식물성
폐기물처리

자동판매
무인점포

치료용
수술용기기

접착기술

융설기술

바이아
후리기술

간호용
입욕장치

대체플론무
해화기술

이해체기술

건조기술

토양개량
안정제

무연기술
(납땜)

베리어
후리주택
식품폐기물의
처리이용

의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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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

1. 취지

일본은 과학기술 창조 입국의 이념 아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
적 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한 Pro-Patent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지적 창조 사이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
에 있어서 특허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7년부터
특허청의 특허유통사업에서「기술분야별 특허맵」을 작성하였으나, 2001
년도부터는 독립 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종합정보관이 특허유통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특허정보를 한층 더 전략적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신규사업 창출시의 기술도입·기술이전을 도
모함에 있어 지표가 되어야 할 일본내 특허 동향을 분석」한 「특허유통
지원차트」19)를 작성하게 되었다.

2. 목적

특정 기술테마에 대하여 과거 10년간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의
성숙도,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해결수단동향 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방향
설정, 이업종분야로의 진출, 신규사업전개등을 검토할 때, 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니즈, 특허보유기업 발굴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19) 특허유통지원차트를 페턴트맵(Patent Map)으로 표현하고 있다. http://www.
ryutu.ncipi.go.jp/chart/index.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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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내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전체요약

ꠐ

ꠐ 해당분야의 체계적인 기술설명

ꠐ

ꠐ 해당기술분야 특허정보 검색방법

ꠐ

ꠐ 출원인수, 출원건수에서 본 기술성숙도 분석

ꠐ

ꠐ 기술요소 또는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과제와 해결수단의 대응관계 ꠐ
ꠐ 인용특허분석(대응관계; 평성14년이후부터 작성)

ꠐ

ꠐ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개발거점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주제별로 특허 공보와 인터넷 등에 있는 공
개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을 추가하였다.
* 체계화된 기술 설명
* 주요 출원인의 출원 동향
*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의 관계로 살펴본 출원 활동 상황
* 관련 제품정보
* 과제와 해결 방법의 대응관계
* 발명자 정보를 근거로 한 연구개발 거점과 연구자수 정보 등

특히 이 「특허유통지원차트」는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거나 사업전개
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해당 분야의 기술 자료와 그 보유
기업을 찾을 때 효과적인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이 후의 연구 개발 방향성
을 결정짓는 특허화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PM사업과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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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별 비교

구

분

1.사업명

2.사업취지

3.작성테마

2000년 이전
ㅇ 기술분야별 특허맵 작성사업
ㅇ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술문
헌상 자사의 기술이 어디에 위치하
고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지를 쉽
게 찿기 위함
ㅇ 기술중복개발방지 및 최첨단기
술개발 동향파악을 위한 기술개방
의 효율화
ㅇ 라이센싱제공의사, 정보검색방법
등의 특허정보 활용도 제고
ㅇ 1997(평성9년) : 21개
(기계:7, 전기:6, 화학:5, 일반:3)
ㅇ 1998(평성10년): 21개
(기계:6, 전기:5, 화학:5, 일반:5)
ㅇ 1999(평성11년): 24개
(기계:2, 전기:8, 화학:7, 일반:6)
ㅇ 2000(평성12년): 28개
(기계:8, 전기:5, 화학:6, 일반:9)

2001년 이후
ㅇ특허유통지원CHART 작성사업

ㅇ 기업의 신규사업 창출시 기술도
입․기술이전을 도모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국내 특허동향을 분석

ㅇ 2001(평성13년): 25개
(기계:4, 전기:9, 화학:7, 일반:5)
ㅇ 2002(평성14년): 21개
(기계:4, 전기:7, 화학:6, 일반:4)

계 : 94개 테마
(기계: 23, 전기:24, 화학:23, 일반:23)
4.과제선정

신규과제 발굴작성

2000년 이전에 수행된 PM과제 대상
선호도 우선순위 작성

5.분석건수

정량분석 : 30,000건
정성분석 : 3,000건→300건

정량분석 : 3,000건

6.분석국가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실용신
안 공개출원Data

7.수행주최

특허청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8.저작권

특허청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9.사업주관

일본발명협회

일본발명협회

10.보급형태

인쇄물책자(유료판매-일본발명협회),
인터넷

인쇄물책자(유료판매-일본발명협회)
, CD-ROM, 인터넷

左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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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구성 비교

구분

PM

특허유통지원차트
1. 기술개요

제1장(특허로 본 기술 개발)
-특허데이터의 통계 해석
․출원건수, 출원인수 등의 수치 데이
터로부터 기술특징을 추출

테마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인 기술개요
2. 기술의 특허정보 액세스

․특허분류를 주체하여 기술 개념이
정의된 균질한 모집합
․당해 기술의 산업계에서의 확대(어

IPDL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방법
(특허분류등을 이용한 검색식 소개)

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2장의 작성대상기술분야의 결정

3. 기술개발활동상황
과거 10년 정도의 출원건수추이,
주요출원인의 출원동향, 기술요소 출
원동향 소개

제2장(기술개발 과제와 전개)

목
차
구

-특허공보작성에 의한 기술내용 분석
․기술개요, 과제, 해결 수단 등
․기술개발도에 의한 경향 분석등

기술요소 등의 과제와 해결수단의
리스트를 게재, 어떤 과제에 대해 어
떠한 해결방법이 많이 출원되는지, 그
출원인은 누구인지 파악가능

제3장(특허정보, 유통정보의 엑세스)
-독자 자신에 의한 특허 정보의 입수

성

4. 기술개발과제의 해결수단

5. 주요기업등의 특허활동

방법 소개
․특허 전자도서관(IPDL)
․PATOLIS(데이터 기술의 검색 용

주요기업(20여개사)의 기술요소, 과
제별 보유특허리스트게재, 각 기업이
주로 어떠한 과제를 취급하고 있는지

어 소개)
․특허 정보 열람 시설
․라이센스 제공 특허의 소개

추측가능. 발명자수의 연차추이를 소
개하여 연구개발자의 투입상황 파악가
능

제4장 기술의 개요
테마 기술의 개요, 역사, 전문용어의
소개

6. 기술개발거점
기술도입, 매입선을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로 참고하기 위해 주요기업
의 기술개발거점 소개

자료
특허맵은 검색식 일람, 기초 테마

자료
과거 분석테마의 특허유통상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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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보고

일본 특허청 총무부 기술조사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중점분야로
정해진 4개분야를 포함한 8개분야(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
테크놀러지 재료,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를 중심으로 테마
를 선정하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일정한 보고
서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별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내고 있다.
다음은 목차의 一例로서 과제별로 과제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목차 예 1)

ꠐ

ꠐ 제1장 조사개요

ꠐ

ꠐ 제2장 특허분석에 의한 경쟁력비교

ꠐ

ꠐ

제1절 특허출원건수의 출원인 국적별 동향분석 ꠐ

ꠐ

제2절 관련기술의 응용분야

ꠐ

ꠐ

제3절 특허출원건수 상위조직

ꠐ

ꠐ 제3장 논문발표수의 국가별 연차추이

ꠐ

ꠐ 제4장 관련정책동향

ꠐ

ꠐ 제5장 관련시장동향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목차 예 2)

ꠐ

ꠐ 제1장 세계의 특허출원동향

ꠐ

ꠐ

제1절 조사대상범위

ꠐ

ꠐ

제2절 각국 경쟁력비교

ꠐ

ꠐ

제3절 연구개발 리더

ꠐ

ꠐ 제2장 산업활동 현상과 이후

ꠐ

ꠐ 제3장 대학에 기대되는 지적재산활동

ꠐ

ꠐ 제4장 기업동향

ꠐ

ꠐ 제5장 주목 기술분야의 기술개발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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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술 분야(8개 분야)별 수행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20)
기술 분야

라이프사이언스 관련

수행 과제
라이프사이언스
의료용화상진단장치
포스트게놈 관련기술
의료기기
바이오테크놀러지-기간기술 및 응용분야별
특허로 본 유전자조환기술

나노테크놀러지
재료 기술

나노테크놀러지 -bottom up기술중심
포토마스크
나노테크놀러지 응용
반도체노광기술
고기록밀도하드디스크장치
박막성형기술
나노구조재료기술

정보통신 관련

음성인식기술
브로드밴드 갖는 변복조기술
암호기술
SOI 기술
반도체설계지원 기술
디지털컨텐츠배신 유통관련기술
인터넷프로토콜인프러기술
IT시대의 실장기술
프로그래머블로직디바이스 기술
전자로그시스템
정보디디 가전네트워크제어
디지털 테레비졍기술
차세대평면디스플레이
광전송시스템
고성능광하이버
칩사이지패키지
컨텐츠기록용메모리카드
전자상취인
서브라이젠매니지먼트
특허에서 본 전자게임산업장래상

에너지관련

환경저부하에너지기술, 연료전지

제조기술관련

차세대공작기계, 로봇, 강판제조

사회기반관련

프론티어 관련

환경관련

건설IT기술
선진안전자동차
도시기반회보기술
자동차 승원 보행자보호기술
성자원 장수명화 주택
항공기
자연냉매를 이용한 가열냉각
고체폐기물 및 오염토얀처리기술
자동차 환경
환경계측 분석기술
특허에서 본 용기포장분야의 환경기술의 현상과 금후과제

20) 중점 8개분야별 特許出願技術動向分析調査테마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
.jpo.go.jp/shiryou/toushin/chousa/gidou-houkoku_h14.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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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일 PM 관련사업의 비교

Ⅰ. 한․일 PM사업 비교

1. 목적

구분

한국 PM

일본 PM

핵심기술분야별로 알기 쉽게 체계적 -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으로 분석․정리하여 보급함으로써,

있으며, 기술문헌상 자사의 기술이 어디에 위
치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어느 범주에 속해 있

- 특허기술정보의 산업기술정책수립,

는지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함

업계의 R&D 등에 활용
- 기술개방의 효율화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고부가가치 ․특허의 권리정보조사를 통해 중복개발

목적

창출의 원천인 특허기술정보의 분석․
정리를 통한 기술인프라 체제구축

방지
․공개된 기술정보조사를 통해 최첨단기
술개발 동향파악

- 기업의 지재권 창출역량 배가를 통
해 기업의 지재권 보유 확대 및 불필 - 특허정보의 활용도 제고
요한 특허분쟁의 사전예방에 기여하

기술개발동향, 권리화된 특허, 라이센싱

고, 이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경쟁력을 제공의사가 있는 특허 확인, 정보검색방법
강화하여 국제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과 특허정보의 가공․활용방법을 보다 쉽게
위함

이해하기 쉽게 해설제시

2. 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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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PM

일본 PM

-기술분야별 우선순위결정(1차)
·기술분야별 Map위원회 위원 합의에 의
한 차기년도 예상과제 우선순위 결정
선정
통상성, 특허청, 연구소 등의 의견을 교환 후
-산업구분별(최종순위) 우선순위결정(2차)
방법 ·기술분야별 Map위원회의 위원장간 합 최근 동향을 감안 최종 테마 결정
의에 의한 차기년도 PM과제 우선 순위
결정
-중소·벤처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
-첨단·도입기술분야
-PM개발에 따른 기업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
-성장유망성이 있는 기술 등을 종합 판단
하여 우선 순위를 정함.
<고려사항>
-많은 국내기업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
-산업기술정책상 기술개발이 시급한 대상
과제를 우선 PM대상 과제로 선정
선정 -최첨단기술로 인하여 선행기술조사시 해
기준 당 건수가 적게 예상되는 과제 우선 선
정 과제에서 제외
-일본에서 이미 시행한 PM과제는 제외
-대상과제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거나 대
상 폭이 작은 경우에는 별도의 범위로
설정하여 선정 심사국의 각 과에 하나
의 PM과제를 연계시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첨단기술분야, 기술의 파급효과 산
업분야별 성장이 유망한 기술분야 등 기
업에서 직접 기술을 응용 할 수 있는 과
제를 대상으로 도출

과제
수

년 24건
(심사국의 각 과 1개 PM과제)

3. 예산 및 작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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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가연구기관과 발명협회지부에서 설문
조사결과를 참조로 테마를 선정하고 P
M작성 가능 여부 확인
[1998년]
일본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 산
업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과제
선정
[1999년]
통상산업성 희망 정책기술과제(공업기술
원, 특허청, 통상성 의견 수렴)
[2000년]
어느 기술분야에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술과 과제, 기술을 몇 개의 주제로 선
정. 주제에서는 다른 기술분야와 관련성
및 전개가능성
[2000년 이후]
2000년 이전에 수행된 PM과제 대상 선호
도 우선순위 작성
해마다 차이가 있으며 년 평균 23건, 94
개 테마(기계:23, 전기:24, 화학:23, 일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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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PM

일본PM

예산(과제당)

5,000만원 이하

약 2천만엔(약 2억원)

작성기간

6개월

左同

4. 분석대상범위
구분

한국PM

일본PM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공개․등록특허

일본 특허, 실용신안 공개․공고 공보
를 중심으로 분석
*특정분야에 한해 미국 등 해외특허도 분
석(권리분석이 아닌 동향분석)

대상건수

1∼3만건

2∼3만건

5. PM 작성기관 선정
구분

한국

일본

-전년도 작성기관
-ATIS회원(24사)기업 : PM작성가능기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 관 10-15사 정도로 보고 있음(일본발명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협회 관점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작성 희망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ATIS 회원사(24개사)
법인(기업부설연구소 등)
모기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타사의
기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특 특허업무도 대행하고 있으며 ATIS의
작성
허법률사무소 등 특허관련업무의 수행기 회원사
기관 관으로 PM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 ATIS 비가입사 (유력한 조사회사)
다고 판단되는 기관
모기업의 특허업무 뿐만아니라 타사의
※단, PM작성기관 신청시 필수구비요건 특허업무도 대행하고 있는 기관
· 해당 기술전문가 1인 및 수행인력의 모기업의 특허업무만 수행하는 조사기
50%이상을 자체인력으로 반드시 보 관: SONY, RICOH등
유(해당기술전문가라 함은 연구개발
및 특허심사 경력의 소유자를 말함) *소규모 조사회사(독립운영회사): 실제
제안하더라도 작성치 못하게 하고 있음
(작성능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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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비교
구분

한국 PM
제1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목차
구성

일본 PM

Patent Map 구성 및 개요
기술의 개요
기술발전동향
기술의 분석범위
분석내용별 활용방법

제1장(특허로 본 기술개발)
해당기술의 체계, 내용설명
기술개발방향
기업별, 산업별, 국적별 기술개발력 비교
분석

제2장 특허정보분석 및 기술개발동향
제1절 전체동향 및 개요
제2절 세부기술분야별 동향 및 개요

제3장 특허권리의 분석 및 전망
제1절 핵심기술의 현황분석
제2절 기술의 전개 및 발전
제3절 특허분석에 따른 향후전망

제2장(기술개발 과제와 전개)
-특허공보에 의한 기술내용분석
․기술개요, 과제, 해결수단 등
․기술개발도에 의한 경향분석등

제3장(특허정보, 유통정보의 엑세스)
-특허 정보의 입수방법 소개
․라이센스 제공 특허의 소개

제4장 기술 개요
테마기술의 개요, 역사, 전문용어 소개
부록
통계자료
참고문헌

자료
특허맵은 검색식 일람, 기초 테마

Ⅱ. 한국특허청 신기술조사회 / 일본특허청 기술조사과
구 분

(韓)신기술조사회

과제

PM과제

과제수

연 24개 과제

(日)기술조사과

비 고

기술조사과에서 선정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
필요에 따라 결정

평성13(15개),
평성14(14개)

기술개요/기술동향/
내용
구성

기술개요/기술동향/

시장동향/특허분석/

양국 공히 자국

시장동향/특허분석/

향후 전망과 과제

입장에서 작성함

향후 전망과 과제

기술논문분석 *

* 양국 내용차이

국가별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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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小結

2000년부터 시작된 국내 PM사업도 일본의 PM사업에 영향을 받아 이
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1997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PM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2001년
부터는 특허유통지원차트라는 이름하에 작성되어오고 있다. 세부적인 측
면에서 일본 PM사업과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이 차이가 있지만, 특허
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을 Patent Map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기존에 작성
된 PM과제를 대상으로 세분화해서 작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PM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국내 PM사업의 계속성 검토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일 양국의 PM사업은 과제의 선정방법, 선정기준, 과제당 예산
및 작성기간, 분석대상범위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는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 PM사업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중심으
로 살펴본다.

1) 분석대상 범위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PM의 분석범위는 자국에 한정(특정분야에 있
어서 미국 등 해외특허자료도 분석)되어 있으나 우리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 3극이 세계특허출
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기술이 이들 선진국의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차후 일정시기까지는 이들 국가
를 포함한 특허정보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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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산정 필요
일본의 경우 일본국에 출원된 데이터만 실제적으로 분석(기술의 체계
확립 및 선행기술조사 제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 정도이나, 우
리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출원된 데이타를 기술의 체계부터 최종 정성
분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이다.
3) 예산반영을 통한 PM테마수 결정 필요
PM사업 1과제 당 금액의 단순비교를 할 때21) 일본의 경우 1과제당 비
용이 약 2천만엔(약 2억원)인데, 우리의 경우 의도하는 최소한 기술의 범
위는 25,000건∼30,000건 정도의 기술범위이나 작성기관에서 이 정도의 데
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4절 PM활용도 실태 및 수요조사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특허 관련 담당자들을 주 대상으
로 특허 관리 현황 및 실태, PM 작성/활용 실태, PM개발결과물 활용 실
태 등을 조사하여, 향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용자 요구에 맞는
PM개발사업추진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
21) 원가분석을 통한 원가대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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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대기업, 중소, 벤처),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특허
관련 담당자 및 연구자로 최종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사례수

응답율(%)

전

체

459

100.0

부문별

대
기
업
중 소 기 업
벤 쳐 기 업
국공립연구기관
공공 기관, 단체
대
학
교

182
128
89
42
14
4

39.7
27.9
19.4
9.2
3.1
0.9

업종별

건
금
기
식
에
약
전
전
화
환

36
37
94
32
24
52
64
153
146
47

7.8
8.1
20.5
7.0
5.2
11.3
13.9
33.3
31.8
10.2

직급별

부 장 이 상
차 장 / 과 장
선임/ 대리/ 주임
연 구 원 / 사 원

161
88
119
91

35.1
19.2
25.9
19.8

근무
연수별

2
3
5
11
16

하
년
년
년
상

89
74
153
77
66

19.4
16.1
33.3
16.8
14.4

지역별

서
울
인 천 / 경 기
강
원
대 전 / 충 청
광 주 / 전 라
대 구 / 경 북
부산/ 울산/ 경남

122
151
2
108
18
27
31

26.6
32.9
0.4
23.5
3.9
5.9
6.8

너

년
이
∼ 4
∼ 10
∼ 15
년 이

설
속
계
품
지
품
기
자
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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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인터넷상 질문, 응답방식으로 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총 유효표본
459명이고, 조사기간 2003.7.25∼8.7(14일간)였다.

4. 주요조사 내용
․특허관리현황 및 실태
․PM 작성/활용실태
․PM개발 결과물 이용/활용 실태
․차기 PM 기술과제 제안

Ⅱ. 조사결과 22)

1. PM 인지도 및 작성/활용

1) PM 개념/활용방법 인지도
전체 7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으나, 중소/벤처 기업의 인지도는
중소기업이 68.8%, 벤처기업이 62.9%로 대기업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비
해 인지도가 낮다.
비인지의 이유로는 정보의 부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정보/자료 입수 어려움

50.0%

특허 정보분석 관심 부족

17.3%

필요성/중요성을 못 느껴서

17.3%

PM개념/기법이 어려워서

15.5%

22) 설문조사보고서 결과중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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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지계기는 직접적인 특허정보업무를 통해서가 가장 많으며, 다
음이 교육에 의한 것이며, 특히 PM결과물을 통해 인지한 것이 23.5%로
PM사업의 효과로서 교육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 정보조사 및 분석 업무 수행하다가

40.4%

내부 혹은 외부 교육에 의해서

24.9%

Patent Map 결과물을 봄

23.5%

스스로 학습

11.2%

2) PM 작성
PM을 작성한다는 응답이 PM인지자중 47.3%(전체는 35.9%)이며, 대기
업의 경우 66.9%가 PM을 작성하는데 비해 국공립연구기관, 중소/벤처기
업은 30% 내외로 나타났다.
PM 활용은 PM 작성자중 96.4%가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29.1%를 차지했다.
PM을 작성하지 않는 52.7%의 응답자중, PM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
서

자금/인력이 부족해서가

41.8%,

전문지식이 부족해서가

26.1%로

67.9%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35.8%가 PM이 필요함에도 자체적으
로 PM을 작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PM 활용목적
PM활용목적에 대해서는 특허정보의 기술적․권리적 성격에 맞게 기술
및 경쟁사동향과 침해 분쟁예방에 관련한 목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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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67.9

66.0

64.8
53.5

기술개발 및
특허권 침해여부 경쟁사 동향 파악 특허 공백 기술 및
특허권 동향 파악 파악 및 분쟁 예방
회피 기술 발견

유효 특허
발굴과 활용

36.5

35.2

선진 기술과
우리 회사 기술
수준 차이 파악

연구 기술 개발
테마 선정

[PM활용목적]

2. PM 개발 결과물 활용

1) PM 개발 결과물 열람/활용
PM개발 결과물은 전체의 66.4%가 열람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PM인지
도가 전체 76%인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PM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국공립연구소에 비해 중소/벤처 기업
의 열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열람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PM 개발 결과물을 보급하는지 몰라서’
로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과제가 회사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16.2%(전체 중에서는 5.4%)이다.(PM개발 사업 홍보 필요)
PM결과물 활용은 열람자중, 단순열람을 제외하면 53.8%(전체 중에서
는 36.7%)가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2.5%(전
체 중에서는 6.7%) 이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활
용이 76.5% 인데 반하여, 벤처기업은 55.4%, 중소기업은 49.3%, 대기업은
49.2%로 기업에서의 활용이 떨어지고 있다.

2) PM 개발결과물 평가
① 기술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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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제평가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의 용이(65.4%), 활용가치(69.3%) 및
첨단성(63.9%)의 3가지에 대하여 크게 차이는 없으며, 그중 활용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조사대상의 각 부문 공통결과이다.
② 결과물 평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54%∼80%까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분석수준 난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평이하다는 비율이 41.7% 이다.

(%)

많다/넓다/난해하다
적당하다

적다/좁다/평이하다

분석대상
연도

80.7

14.8 4.6

분석대상
국가의 수

78.0

17.0 4.9

데이터 추출/
검색식

72.5

13.4

14.1

분석대상
데이터 양

70.8

14.8

14.4

분석대상
기술 범위

66.2

16.7

17.0

기술과제
주제범위

66.2

14.8

19.0

분석수준
난이도

54.4

32.5

13.1

3) PM 개발결과물에 대한 의견
① 결과물의 각 내용부분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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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잘된 부분
분석 부족한 부분

60
53.1

53.1
48.5

48.2

50
40

33.2
30

31.5

25.2

20
18.4
9.3

10

17.7

9.6
6.3

0
기술개발 특허기술 기술과제
핵심
동향
동향
개요
기술 현황
/발전
추이

향후
전망

PM
분석대상
데이터

위 그림과 같이 분석이 잘된 부분으로 ‘국내외기술개발동향’과 ‘특허기
술동향’등 동향파악내용을 꼽고 있으나, ‘특허분석에 따른 향후전망’과 ‘핵
심기술현황 및 기술발전추이’등 전망에 관련된 부분에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PM 대상 데이터에 대해 비교적 낮은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석모집단의 중요성에 비추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결과물 보급 보완점 및 중점사항
결과물 보급에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보완해야할 점으로 ‘PM결과물이
외에 다양한 관련정보추가’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결과물조
회를 위한 다양한 기능’(37.4%) 과 PM CD-ROM 및 ‘인터넷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23%)를 들고 있다.
또한 보급 중점사항으로는 첫째로 ‘PM 기술지도 또는 세미나’(36.8%)
둘째 ‘PM 설명자료의 작성 및 배포’(30.1%) 그다음으로 ‘PM 홍보’(20.3%)
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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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과제선정시 중점 고려사항
아래 그림과 같이 기술과제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
로 국내기업 측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연구
정부의
기관의
정책 과제
추천과제 3.5%
5.4%

국내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
30.9%

국내
기업의
참여 및
기술
시장 등
환경 요인
60.1%

④ PM 교육 및 결과물 유료화
ⅰ) PM 작성 교육
PM 작성 교육 참여의향은 61.9%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국공립연
구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등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 64.3%로
기업과 구별된다.
PM 기술 방문지도에 대해서는 ‘지도를 받을 의향이 있다’가 39.2%로
교육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도 희망내용은 특허조사,
분석 및 PM결과물 주요분석 결과에 대한 것이다.
한편 PM세미나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75.2%가 참여하겠다고 한다.
ⅱ) PM CD-ROM 유료시 구입의향
PM 유료화시 구입의향은 전체적으로 36.8%로 낮게 나왔으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경우 50%로 기업의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ⅲ) PM 인터넷 유료가입 의향
인터넷 유료가입은 PM 유료화시 구입의향 36.8% 보다 낮은 33.1%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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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기 PM 사업 제안

1. PM 추천과제

산업부문 기술분야

추천과제
유압펌프&모터

일반기계
증감속기
엔진제어(ECM)
자동차용 공조장치의 도어/밸브 구조
차동제한장치
자동차 강판관련 기술
자동차

엔진용 가스케트(gasket)
door window regulator (sealing door module)
연료전지차량
자동차용 공조기의 에어콘 모듈 형태
foot parking brake system
하이브리드카

기계/금속

제어기계

반도체 장비용 Gas control
초정밀 Stage
차량실내공기정화장치
자동차용 리시버드라이어일체형 컨덴서의 조립구조
차량용열교환장치(Heat Exchanger-Condenser, Radiater etc.)

공조기계

자동차 공조시스템을 위한 고효율 컨덴서
압축기(Compressor)
자동차용 CRFM, FEM
고기능성 금속판재 제조기술
비철금속(Al)의 열처리

금속

Si 웨이퍼
신소재기술
신선(Drawing)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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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에너지절감을 위한 반도체발광다이오드를 적용한 에너지기술 및 시장
발광다이오드를 적용한 조명기술 및 시장
디스플레이기술
기능성 가전 냉장고 개발추이
반도체장비

전자

INTELLIGENT AGENT
photomask
phase shift mask
WEARABLE TECHNOLOGY

정보

DRM
광통신

전기/전자

통신

3G, 4G 표준관련
인터넷 사업 모델
원자층 증착 기술
LCD용 광학필름 관련기술

반도체

phase shift mask
원자층 증착 장치
3차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photomask

영상기기

액정표시용 광학필름
컴퓨터 출력장치(display, printing 포함)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
M3 PC
유기 나노 재료

유기화학

플라스틱 광 파이버
융합 신기술 (NIT, BIT, NBT 등)
유기 발광 재료
nano technology

화학/약품

정밀화학

발광 고분자
산화방지재
기능성 고분자
나노기술응용

유전공학
Polyketide
약품화학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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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무기금속계 처리기술
건축자재
무기화학
환경규제 및 대응기술 개발
단열재
농산물의 포장방법
농림/수산
농산물의 저장방법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음식물처리장치

환경/건설
/식품

고성능콘크리트 기술(설계/시공/유지관리)
하수처리 공법
리모델링의 방법 및 소요자재의 개발
건설기술

복합재료
사장교 설계/시공 기술
고도처리시설
샌드위치 패널

2. PM개발 중점 추진사항

2005년부터 시행될 PM 개발 2단계 사업 시행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
진해야 할 사항으로 ⅰ)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개발 42.3%, ⅱ)
이미 개발된 PM과제를 세분화하여 PM작성 30.7%, ⅲ) 이미 개발된 PM
의 Update와 내용 및 기능 보강에 중점 27% 순으로 나타났다.

Ⅳ. 小結

1) 설문조사결과 PM, 특허분석에 대한 인지도는 76%로, 대상이 기술
관련 회사나 기관이라는 점에서 결코 높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국
내에서 약 20년간의 PM 역사 속에서 꾸준히 전파되어 왔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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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PM결과물을 통해 인지한 비율이 23.5%(전체 중에서는 18%)로서
PM개발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인지도의 이유로서 관련 정보/자료 입수의 어려움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자의 관련정보에 대한 홍보부족 등의 문제점

이 지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엔진으로도 손쉽
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재 환경을 고려할 때 수요자측의 관심과 노력 또한
부족한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인지의 계기가 된 것이 실제 작업과 교육을 통하는 것이 약 65%
인 것으로 실습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PM인지자 중 직접 PM을 작성하는 비율이 47.3%(전체 중에서는
35.9%)로 상당수 인력이 이미 PM 작성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전체 중에서 PM을 모르는 24%와 필요없다고 대답한 4.3%
를 제외하고, 필요함에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35.5%의 상당수는(67.9%)
자금, 인력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PM활용목적에서는 기술적․권리적․경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어, 이제 국내에서는 특허분석의 활용이 상당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PM개발사업 결과물의 열람은 66.4%로 PM인지도의 76%보다는 다
소 떨어지는 것이나, 상당수가 PM개발사업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열람하지 않은 이유로 PM보급을 몰랐다는 것이 72.1%인 것을 고려하
면 보다 홍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활용도는 이보다는 낮은 53.8%를 나타내고 있어 인지도 : 열람
: 활용도 = 76 : 66.4 : 35.7%(전체 중에서의 비율)이다.
한편 결과물을 열람하지 않은 이유 중 기술과제가 회사업무와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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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가 16.2%(전체 중에서는 5.4%)인 것은 정확히 비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오히려 과제의 폭이 좁은 것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으나, 이는 향후 주요 검토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PM개발사업 결과물의 평가에서 무엇보다도 분석수준난이도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분석내용이 평이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분석수준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기술과제로 선정된 분석대상 기술의 주제가 너무 포괄적
이어서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는데 불과하며, 다
시 그 주제에 대하여 수십개의 세부기술분류로 나누어 분석을 하기는 하
지만 이 역시 너무 많은 세부주제와 정보량을 분석해야 하므로 깊이 있는
분석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본 결과물로 해당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한 후에, 기업체마다 분석하고자 하는 目的에 따
라 자사와 관련되는 세부기술주제에 대하여 정보조사부터 다시 시작하여
목적에 알맞은 분석기법과 표시기술을 적용하여 정밀분석을 하여야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까지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엄연한 차이에서 오는 특허정
보의 분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수준에서 PM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PM작성 결과
물이 각각의 수요자별 질적 요구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다양한 PM분석기법의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도 향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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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각 부분별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술동향은 잘 정리되었으
나, 추이, 전망부분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재검토하여 특허정보분석의 한계와 함께 검토하여, 향후 PM작
업 지침으로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석모집단(PM의 대상 특허데
이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내용보다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후
PM개발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검증되어야할 필수 검토사항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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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허청의 역할 검토

국가기술정보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특허분석은 개별기관에
서 모두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관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공통적이지만 개별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 예컨대 분석과제 범
위, 분석기법 발전, 분석인프라 등 각 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것을 특화
하여야한다.

특허청 산하의 한국특허정보원을 활용하여 PM사업결과의 분석 모집단
(특허데이터)을 별도의 DB로 구축하고, 이를 분석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
써, 세계최고의 특허 DB, 특허분석 DB를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국가차원
에서 지식정보인프라와 지식정보시스템 중, 특허부문에 대해 주도자가 됨
은 물론 타 행정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계는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과학기술정보유통은 양적, 질적 수준에서 선진국에 미치지 못
하고, 국내수요충족도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효율적인 국가 지식정보 관
리체제의 부재로 정보의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한 비효율성과 고비용 구
조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 지식정보 생산주체간의 협력 및 연계가 미약
하여 공공부분의 정보가 민간부문과의 연계 없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
며, 국가차원의 정보활동이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배양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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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심
층정보 및 첨단정보 분석자료를 확대해 가는 등 품질을 제고해 갈 필요가
있다. 이미 2000년부터 PM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특허청은 국가지식정보
유통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차원의 기술정보유통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유사기관간의 사업
중복을 배제하고 서로의 경쟁이 아닌 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국가차원의 특허정보유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분
명히 하고, 거시적 전략, 정보수집, 서비스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특허정보 활용에 있어 특허청은 각 부처의 국가전략 연
구개발사업(R&D)의 경우 기획 및 평가에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될 수 있
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Ⅱ. PM사업의 계속성 여부 검토

1. 검토 방향

특허청은 2000년부터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하여 매년 24개의 신기술과
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PM보고서를 작성한 후, 산․학․연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허정보의 활용 및 보급의 확대측면에서 시작된 PM개발사업이 2000
년에 시작해서 2004년까지 총 120개 기술과제에 대한 PM이 완성됨으로
써 끝이 나게 되는데, PM개발사업이 2004년도에 1차적으로 끝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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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앞두고 PM개발사업을 중장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점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특허청의 특허정보사업 및 PM개발사업의 의의 및 위치와 결과
물의 이용 및 그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결과, 일본 PM사업의 시사점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기술정보사업 중 ‘기술정보분석’은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기술
별 국가 연구기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전반적
이고 종합적인 기술분석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관련 기술별 분
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의 PM개발사업만이 유일하게 특허정보를
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PM개발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특허분석결과를 매년 내놓음으로써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정보유통
에 있어 부족한 특허부문을 보완․보충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특허정보사업’의 주요 發生源은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 3곳에 불과하고, 이 특허정보 관련사업을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및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실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정보사
업의 주요 발생원인 중소기업청의 경우 사업계획이 없으며, 과학기술부의
미미한 활동으로 인해 결국 특허청이 유일하게 ‘특허정보사업’을 하고 있
다고 할 것이다.
특허정보사업은 특허정보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데이타베이스 구축,
조사, 분류, 분석, 평가 등을 말한다. 이중에서도 PM은 최종 결과물을 나
타내는 것으로 특허데이타로부터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기술관리의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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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획, 연구개발, 평가 등)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PM개발사업은 일본 PM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특허
분석프로그램 PIAS의 보급과 함께 국가가 주도함으로써 기업 전체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히 특허정보업계에서는 국내에 특허분석서비
스업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계기로 보고 있다. 동 사업을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업체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국내 특허정보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질
적 성장을 가져온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특허분석의 시작도 소련 정부에서 한 것처럼 공공적인 성격이 크고,
비용이 상당히 부담된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특허분
석결과물을 생성하고 민간 특허정보 분석회사를 육성함으로써 그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계속적인 특허분석 결
과물을 생산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분석기법의 연구와 방법을 전파함
으로써 국내기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특허부서가 국가의 권장으로 각 기업에 설치된 후 24년이 지났으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국가 연구기관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은 아직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 국내의 정보환경이 열악하고, 정보서비스업
이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PM개발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종
료되는 것은 국내 실정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의 특허정보사업 및 PM개발사업의 의의 및 위치를 고려
할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2) 한편 PM개발 결과물활용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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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atent Map 개념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76.%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벤처 기업
에서 인지도가 낮았다. 그 개념 및 활용방법을 인지하게 된 계기 중에는
PM결과물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23.5%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문별
로 보면 국공립연구기관 45.9%, 대학교 100%, 공공기관․단체 60% 였다.
PM개념 및 활용방법에 대해 ‘모른다’고 한 이유로는 ‘PM에 대해 알고
싶지만 관련 정보나 자료 입수가 어렵다’(50%), ‘특허정보분석에 관심이
없다’(17.3%), ‘PM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7.3%), ‘특허정
보분석에는 관심이 있지만 PM의 개념이나 기법이 어렵다’(15.5%)로 나타
났다.
ⅱ) Patent Map 개념 및 활용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PM
을 작성한다는 응답은 47.3%에 불과했다. 대기업 응답자의 66.9%가 작성
하는데 비해, 중소/벤처기업, 국공립 연구기관은 30% 내외만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자금/인력 부족’(41.8%), ‘전문지
식부족’(26.1%)이었다. 특히 ‘대기업’(42.3%)과 ‘벤처기업’(55.0%), ‘국공립
연구기관’(52.2%), ‘중소기업’(34.5%)은 ‘자금/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35.8%는 PM이 필요함에도 능력부족으로 작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며, PM을 모르고 있다는 24%를 포함하면 아직도 약 60%
의 PM요구가 있는 것이다.
ⅲ) Patent Map 개발 결과물의 활용에 있어서 a) ‘단순 열람’(46.2%),
b) ‘참고자료로 일부활용’(41.3%), c) ‘실질적 연구개발에 활용’(12.5%) 순
으로 나타났다. 열람자의 5할 이상이(전체 중에서는 35.7%) PM결과물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공립연구기관의 활용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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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았다(76.5%(b+c)).
ⅳ) 2005년부터 시행될 Patent Map개발 2단계 사업시행에 있어서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개발’해
야 한다는 의견(42.3%)이 가장 많았고, ‘이미 개발된 Patent Map과제를
세분화하여 Patent Map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30.7%)과 ‘이미 개발된
Patent Map의 업데이트와 내용 및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27.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특히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PM개념 및 활용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그 인지계기 또한 특허청에서 개발 보급하는 PM결과
물을 통해서라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PM결과물의 활용도 다른 응답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실제 PM작성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자금 및 인력부족임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Patent Map 개념 및 활용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실제 PM작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
업의 경우 그 이유로서 자금과 인력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결국 중소/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국공립 연구소의 연구자의 부담
을 줄이고 특허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분석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분석․가공된
특허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
원에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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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PM개발사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PM개발 2단계 사업시행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으로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개발’과, ‘이미 개발된 Patent Map과
제를 세분화하여 Patent Map을 작성’이라는 조사결과 또한 2단계 PM사
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3)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된 일본
의 PM사업이 2001년부터 특허유통지원차트라는 이름하에 작성되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자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PM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PM사업의 연속사업으
로서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국내 PM
사업의 계속성 검토에 있어서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일본 PM사업이 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서 작성되었지만,
특허유통지원차트작성사업은 2000년 이전에 수행된 PM과제를 세분화하
여 작성된다는 점도 향후 우리 PM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러한 제점들을 고려할 때 특허정보의 중요성 인식제고와 특허정
보의 활용 및 보급의 확대 측면에서 PM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PM활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향후 PM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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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PM개발사업의 발전방향

1)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한 검토

향후 진행되어질 PM개발 2단계사업의 방향을 지금까지 검토해온 국가
기술정보사업과의 연계, 일본 PM사업과의 비교 및 설문조사결과를 종합
하여 아래에 ‘목적’, ‘과제선정’, ‘작성내용’, ‘분석대상 데이터’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국가기술정보사업과의 연계성 검토는 ‘과제선정’ 및 ‘작성내용’에서 기
술하였으며, 일본 PM사업과의 비교 검토결과, 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차
이였기 때문에 국내 PM개발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의 목적에 이어 그대
로 진행하되, 공통적으로 강조된 교육역할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목적’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PM개발사업 결과물의 내용평가에서 무엇보다
도 분석수준난이도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보다 세부
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각 부분별 내용으
로 들어가면 기술동향은 잘 정리되었으나, 추이, 전망부분에 대해 부족하
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허분석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모집단(PM의 대상 특허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내
용보다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특허정보조사 전문가를 통한 검
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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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M개발사업의 목적
기술정책수립 및 업계의 R&D에 활용하도록 하며, 특허분석의 이해를
쉽게 하여 이를 응용하여 자체적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울 수 있도록 한다.
*특허정보조사부터 정리, 분석 및 활용에 대해 보다 쉬운 해설서가 되
어야 한다.
일본 PM사업의 목적은 국내 PM개발사업의 목적보다 명확하다. 일본
은 1997년부터 특허청의 특허 유통사업에서 「기술분야별 특허맵」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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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독립 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종합정보관이 특
허유통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특허정보를 한층 더 전략적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신규사업 창출시의 기술
도입·기술이전을 도모함에 있어 지표가 되어야 할 일본 내 특허 동향을
분석」한 「특허유통 지원 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같지 않으므로 일본의 변화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
여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일부의
기술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부에서 2003년 10월 ‘IT 지적
재산권 풀(Pool)'제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ITIPA)에서 이를
위한 특허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 과제선정
ⅰ) 국가기술지도 등과의 연계
국가의 유한한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제의
선택도 국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특허청 각과
1건의 배당과 년 몇 건이라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기
술부문에서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
다.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의 연계를 통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서 국가기술지도, 산업기술지도 및 성장 동력 10대 산업 등 국가
가 선택하고 집중하고자하는 기술에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서 PM개발사업의 과제는 반드시 이 기술범위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이미 PM개발사업 4년간 96개 과제 중 국가기술지도 과제와 성장동력
10대사업과 연관이 있는 과제가 55개(57%)로 국가 정책과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와 같이 국가기술지도 과제와 성장동력 10대사업, 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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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같은 국가의 기술방향에 맞추어, PM개발과제가 선정되고 이하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각 전문 연구기관 및 기업체는 PM개발과
제에서 다시 세부적인 기술 분석을 전개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
(과제의 기술범위에 대하여 특허청이 대과제 또는 중과제를 하고, 이어
KISTI 또는 각 기술별 연구기관에서 소과제로 연계해 나가는 방법)을 얻
어나가는 형태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과제의 연계에 따른 활용극대화는 물
론 국가 각 부처가 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을 선도하는 기술정책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기술지도에서
보여진 기술예측결과를 PM의 결과로 검증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
본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기술로드맵과 PM결과를 대비
하여 비교 검토한 내용이 있다.

국가기술지도
산업기술지도
성장동력산업
PM개발사업
KISTI, 각 전문연구기관, 기업

그러나 현 상황은 KISTI의 기술분석보고서의 과제와의 연계성이 20%
미만으로 연계성이 낮은 상태이며, 과제선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국
내기업의 요구 반영이 91%를 차지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과제는 3.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과제에 대
한 결과물을 바라는 것이지, 국가와 기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PM개발사업의 과제선정은 국가기술지도, 산업기술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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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10대 산업 등 국가가 선택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기술범위 내에
서 선정하고, 또한 국가기술정보사업기관 및 연구기관은 PM개발과제의
세부적인 기술부분을 보완함으로써 PM결과물의 재활용과 함께 각 기업
에도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쉽고, 빠르게 하게 될 것이다.23)
ⅱ) 수요자 중심의 PM 과제선정
국가정책과제와의 연계 위에서 PM과제는 해당과제와 관련된 제품과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업의 참여도가 용이한 기술과제를 우선
적으로 선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PM결과물이 국내 기업의 연구(기술)개발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기술
분야와 무관한 경우 그 활용이 미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제선정
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PM결과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보다 적극
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PM기
술과제선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PM작성 결과물의 활용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산업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수렴하
여 국내기업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작성내용 및 범위
기술분석시의 요구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술분류의 범
위를 좀더 세부적으로 한정하여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용도별, 인용
관계별, 응용제품별 등)을 가미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범위가 큰 과제에 대하여 중분류 또는 소분류 전체에 대해 만
23) 다만 국가전략산업만으로는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므
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과제로 선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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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만한 세부분석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예산관계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하고, 독창적인 분석은 분
석범위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하는 것만으로 작성기관에서
가능할 것이며, 이는 기술별로 차이가 많은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의 요구, ⅱ) 2005년부터 시
행될 PM개발 2단계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의 발굴과 이미 개
발된 PM과제의 세분화의 추진, ⅲ) PM과제선정시 국내기업 요구반영이
높은 점을 놓고 볼 때, 이는 PM결과물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거나(새로운
과제의 발굴 42.3%), 관련된 과제가 있더라도 당해 기업에 필요한 세부기
술과제가 심층분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미 개발
된 PM과제를 세분화해 달라는 요구(30.7%)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
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73%)고 응답한 결과는 과제선정에 있
어 국내기업의 요구반영(91%)과 연관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현행 PM개발사업은 세부기술분
야의 대부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결과나 다양한 분석결
과를 작성하지 못하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PM개발사업은 세부기술분야 중 1∼2개를(최근에 성장하
는 기술 및 국내기업의 수요가 보다 많은 기술)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
로 심층분석 및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다른 세부기술분야
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경우, 제시된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세부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PM개발결과물의 내용 중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특허분석내용이 아닌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주
는 아니나, 완성된 기술보고서로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

154

-제6장 결론-

로 알려진 기술동향을 보충하고, 특허분석에서 실제결과와의 대비 등 특
허분석보고서가 가지는 특징을 살려 주어야 할 것이며, 이외 산업정보, 시
장정보를 포함하고 철저하게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으로 기술
되어야 할 것이다.

(4) 분석대상 데이터 (특허분석 모집단)
대상특허가 빠짐없이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분석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Update 되어지지 않
으면 소용이 없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명을 계속 영속시켜주기 위해
이후 발생특허를 계속 입력시켜 주어야 한다.
잘못된 모집단은 엉뚱한 분석결과를 주는 것 이외에도 향후 초기작업
부터 다시 해야 하는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최
근 특허자료의 입력만으로 계속적인 특허분석이 될 수 있는 모집단이 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제 수를 줄이는 것도 무방하
다. 조사결과와 분석모집단은 반드시 특허정보조사 전문가와 관련기술 전
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
기업에서 필요한 것은 PM개발 결과물은 물론, 모집단의 특허데이터이
다. 이 특허데이터를 제공해주되 특허청에서 배포해주고 있는 특허분석프
로그램인 PIAS에서 처리될 수 있는 데이터형태로 변환시켜준다. 기업체
의 경우 자사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재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Update가 필요한 경우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이들 PM과제 모집단을 각 ‘기술 특정 DB’로
구축하여 운영하면 그 효과는 더 배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향후에
도 계속 PM개발사업 결과물의 훌륭한 부산물로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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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PM개발사업의 보완사항

PM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의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보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ⅰ) PM활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PM작성결과물의 작성내용(목차구
성)의 보완․보강, PM작성분석내용의 질적 향상 및 기술분석요소의 조정.
ⅱ) 국내 업계의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특허분석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독창적인 PM분석기법 개발 및 적
용
ⅲ) PM작성 및 분석기법 등 특허정보분석인력배양 및 업계 자체 분석
능력함양을 위한 PM교육지원구축 및 교육수혜기회확대
ⅳ) 국내업계를 대상으로 PM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PM인
식확산 및 업계의 활용도 향상
ⅴ) PM결과물이외의 다양한 PM관련 부가정보개발, 지속적 Update 및
PM결과물의 빠른 응답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PM보급매체의 활용도 향
상.
ⅵ) PM발표회, 세미나 및 기술지도방문 등 국내 기업과의 직접적 접
목을 통한 PM결과물의 보급확대

Ⅲ. 기타 제언

현행 Patent Map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기업이나 개인 등이 특허정보
의 가공, 분석, 활용을 자유롭게 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
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특허정보분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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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과 PM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간략한 제언을 함에 그친다.

1) 특허정보분석인력양성 : 가칭 ‘특허정보분석사’ 민간자격제도 도입

기업경영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조사․분석등 통한 효율적 특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정보분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
족하다. 대기업은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나, 대학이나 중소
/벤처기업은 관련 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실시한 특허정보분석시 가장
큰 애로점에 관련한 설문조사결과24)에서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서 특허
분석소프트웨어의 부족, ‘특허정보분석 전문인력이 없다’, 특허정보사용료
가 비싸다, 특허분석방법을 모르겠다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청이 무료로 배포하는 분석도구인 PIAS로 생성된 PM 결과
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실제
PIAS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특허정보 조사 및 활용에 대한 저변지식 확대와 특허정보 조
사․분석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수행케 함으로써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서 특허정보 데이터가공 및 수집, 특허정보검색시스템 기획 및 구축, 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Patent Map 작성), 선행기술조사, 출원동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가칭 특허정보분석사)이 필요하
24) KISTI ‘기술의 산업연계를 위한 정보분석체제 구축사업’ 보고서(2002) 중 ‘특
허정보분석 기법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분석’부분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임.

157

-제6장 결론-

다(同旨 특허청,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정책연구보고서, 248면 참조).
한편 현재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소나 기업에서 은퇴한 전문가나 과학
자를 모집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자활용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동향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본따서 기업이나 연
구소에서 기술동향 분석 및 특허정보 분석업무를 수행한 은퇴 전문가(과
학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전문성
과 예산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2) 업계 등 자체 특허정보분석능력 함양을 위한 PM교육지원
한편, 특허정보의 활용방안이나 특허맵 작성 등과 같은 지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업체 등에서 실질적으로
PM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당 기법의 교육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PM작성방법 및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과정의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이버국제특허
아카데미’(http://www.ipacademy.net/)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
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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