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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특허 

동향분석

이흥재 | 특허청 기초재료 심사과

본 특허동향 요약서는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분야의 

특허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선진기업의 연구개발 동향 및 핵심특허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전

략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특허정보를 제공하고자, 특허청이 발주하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주관한 특허동향 조사 보고서의 내용 중 출원 동향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전문은 

e-특허나라 홈페이지(http://www.patentmap.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분석배경

-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에너지 자원

의 고갈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Euro 및 Tier 등 자동차 배출가스와 CO2 규제를 엄격하게 강

화하는 실정이며, 2020년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의 경우 2012년 이후 CO2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규제

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내기업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해외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지면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환경규제에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제

조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2020년부터 발효예정인 Euro 7 배출규제는 현 Euro 6에 비해 배출량 허용 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

망이며, 유럽중심의 배출가스 측정모드(NEDC : new european driving cycle)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배출가스 측정모드를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WLTC(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test cycle) 모드가 적용되어 배출가스 측정이 한층 엄격해질 예정임.

-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및 대체 에너지 사용 등의 대체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나, 2025

년까지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 생산량이 전체 자동차 생산수량의 약 93.4% 이상으로 높은 비

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환경규제 만족을 위한 대체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

관의 친환경/고효율 엔진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함.

- 엔진 기술개발 동향에 따르면 경량소재를 차체로 사용함으로써 차량의 증량을 감소시키는 경량

화 기술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이미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였고, 주행저항 감소 기술은 상대적

으로 개선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엔진 효율 향상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엔진 연소 시 발생하는 연비 저해 요소로는 마찰 및 열 손실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연소 효

율은 약 3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약 30%에 해당하는 열 손실 저감을 통해 

연소 효율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가솔린 엔진의 경우 피스톤 상승과정에서 압축가스가 750℃ 이상에 노출될 때 충분히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발화에 의해 이상 연소되는 노킹(knocking)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

해 엔진 내구성 및 운행 안정성이 크게 저하됨. 특히, 조기점화로 인한 노킹 현상 시 공기 흡입량

이 많아져서 NOx나 HC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지는 문제점도 발생함.

- 디젤엔진은 가솔린 엔진과 달리 흡입 행정 시 공기만 연소실에 투입되며, 폭발행정에서 공기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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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A)

단열층 제조 기술(AA)

아노다이징 코팅 기술(AAA)

용사 코팅 기술(AAB)

상온 분사 코팅 기술(AAC)

수지 코팅 기술(AAD)

단열층 구조 제어 기술(AB) 에어로겔 단열층 및 구조 제어기술(ABA)

그림 1.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표 2. 분석대상 기술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색개요(기술범위)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A)

단열층 제조
기술(AA)

아노다이징 코팅
기술(AAA)

· 아노다이징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피스톤 상에 단열층을 형성하는 기술 개발

용사 코팅 기술(AAB)
· 용사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피스톤 상에 단열층을 형성하는 기술 개발
· 서스펜션 용사 코팅을 이용한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상온 분사 코팅
기술(AAC)

· 상온 분사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피스톤 상에 단열층을 형성하는 기술 개발

수지 코팅 기술(AAD) · 수지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피스톤 상에 단열층을 형성하는 기술 개발

단열층 구조
제어 기술(AB)

에어로겔 단열층 및 구조
제어기술(ABA)

· 단열층으로서, 에어로겔을 사용한 단열층 및 구조 제어기술 개발

- 한 압축되고 이 압축공기에 연료가 분사됨과 동시에 자

연착화가 이루어짐. 이때, 치밀한 세라믹 단열 코팅층으

로 인해 연소실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흡입되는 공기가 

부피팽창되며, 연소실내 공기 밀도가 낮아져 흡입 효율

이 떨어짐. 즉, 엔진 내벽 온도가 높아지면 충분한 양의 공

기가 연소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해 연소 효율이 저하됨.

- 따라서,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

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에 있어, 연

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엔진 내벽의 온도를 적

절하게 유지시키는 새로운 단열 코팅층 개발이 요구됨.

 
2. 분석 대상
 

- 본 분석에서는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

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함

에 있어, 단열층 제조 기술(아노다이징 코팅, 용사 코

팅, 상온 분사 코팅, 수지 코팅) 및 단열층 구조 제어 

기술(에어로겔 단열층 및 구조 제어기술) 등에 대하여 

특허동향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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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시장국 연도별/국가별 특허동향.

그림 3.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3. 국가별 Landscape
 

3.1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분야의 연도별 전

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특허출

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

며, 최근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다소 주

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는 최근 단

열 코팅층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 증가 추세

인 것으로 판단됨. 그 영향으로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

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

팅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3.2 주요시장국 기술개발 활동현황

-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분야의 주요시장국

의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특허청이 38% 

(768건)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뒤로 미국특허청 29%(577건), 유럽특허청 18%(359

건), 한국특허청 15%(298건) 순서이며, 일본시장에서

는 기술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

복하고 있으며, 한국시장, 유럽시장 및 미국시장에서

는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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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전체 출원년도 분석).

그림 5.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최근 10년 출원년도 분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유럽 및 미국에서는 2000

년대까지는 출원건수가 미미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부터 증가하여 최근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

으로 출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감폭이 다소 적

은편이며, 일본의 주도하에 성장되었으며, 최근 한국

과 미국도 증가경향에 합류한 것으로 판단됨.

 

3.3 주요시장국 국적별 Landscape

-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분야의 국가별/출

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규모의 38%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29%, 유럽이 18%, 한국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국적 출원인은 자국에서의 출원

이 78%를 차지하고, 미국, 한국, 유럽에서도 출원 활동

이 활발한 최상위 국적 출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일본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많아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주요시장국의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미

국은 외국인의 점유율이 38%로 미국 내 특허활동이 

자국인과 외국인에 의해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외국인(유럽의 경우, 비유럽인)

의 점유율이 29%, 일본은 22%, 유럽은 70%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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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경쟁자별 특허동향.

그림 7. 주요 출원인 기술분류별 분포.

나, 미국, 한국과 유럽에서 외국인(유럽의 경우, 비유

럽인)에 의한 특허 활동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자국인의 특허출원이 78%로 

자국인에 의한 활동이 활발하고 외국인에 의한 시장 

관심도가 낮은 편임. 이는, 관련 기술 분야의 주요 시장

이 일본에 형성되어 있어, 일본의 자국 출원이 활발하

고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10년 동안의 출원년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규모의 30%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32%, 유럽이 17%, 

한국이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 만한 점 일본에서의 출원건수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미국 및 한국에서의 출원활동이 활발하

게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됨. 내외국인 출원 비율은 예

전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3.4 경쟁자 Landscape

- 주요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연비향상을 위한 엔진피

스톤용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과제의 전체 다출원인 1위는 미국의 General 

Electric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의 TOYOTA 

MOTOR, 미국의 United Technologies가 본 과제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요출원인 Top 10 중 General Electric, TOYOTA 

MOTOR 및 United Technologies는 상온분사 코팅 기

술을 제외한 전 범위 모든 기술분야에 대해서 다양하

게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용사 코팅 

기술(AAB분류) 및 수지 코팅 기술(AAD분류)에 주력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요출원인 4위에 랭크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주

식회사는 아노다이징 코팅 기술(AAA분류), 용사 코팅 

기술(AAB분류) 및 수지 코팅 기술(AAD분류)에 다양

하게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특히, 에어로겔 단

열층 기술(ABA분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NTN 및 한국의 한국기계연구원은 상온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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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코팅 기술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주요출원인 Top 10의 기업들의 각국 출원현황을 살펴

보면,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자국시장에 출원

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기업들의 경우, 자국시

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으

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유명한 유럽을 겨냥한 출

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미국의 General Electric 및 United Technologies

는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용사코팅을 이

용하여 항공기 터보 엔진용 부품에 단열 코팅하는 기

술로 예상됨.

- 한국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국시장 및 미

국시장에 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주요 

출원인들의 대부분이 자국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시장

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각종 환경규제를 만족하기 위하여 내연기관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저열용량, 저열전도도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이 증

가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특허출원상황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타 주요시장국들에 비해 부

족하며, 일본과 미국 국적의 주요출원인들이 등록한 특허에 의해 장벽도가 높게 설정된 상태로, 

종래의 권리소멸, 거절, 포기, 취하된 특허를 활용하여 생산에 적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불량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되, 심도 있는 권리분석 및 지속적인 

특허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기술개발을 위한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임. 

- 결국, 한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기술 확보

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길 기대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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