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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NT)이란? 크기크기

나노기술
(Bottom-up)

기존기술
(Top-down)

나노수준 물질 제어

물질/소자/시스템의 새로운 세계

전자/의학/재료/화학 등 全 산업분야 혁신



나노기술(NT)이란?나노기술(NT)이란? 융합융합

IT

BT

NT

나노 소자

유전자 조작

인간 유전자

정보분석



나노기술의 응용분야 다양다양

재료/소재

- 무가공 실형상 제조

- 자가진단 건축재
의료 및 건강

- Drug Delivery
System        

-인공 피부/장기

나노 소자

- 나노칩 수퍼컴

- 초고집적 반도체

우주 항공

- 마이크로 우주선

- 초고내열 코팅

국가안보

-무인 전차/전투기

-신개념 무기

환경 / 에너지

-로봇 폐기물 제거

-초고효율태양전지
(40%) 

인류의 지속적 발전

생명공학/농업

- 나노바이오 소자

- 분자 모터



주요국의 개발전략

나노기술

21C 국가기술핵심

나노기술나노기술

21C 21C 국가기술핵심국가기술핵심

••20032003년도년도 예산예산 : 7: 7억억77천만불천만불

••21C 21C 국가국가 33대대 중점연구과제중점연구과제

••106106개개 나노기술과제나노기술과제 선정선정

미국 :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NI)미국 :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NI)

••20032003년도년도 예산예산 : 8: 8억억77천만불천만불

••미국과의미국과의 NT NT 주도권주도권 경쟁경쟁

••기술기술 우위에우위에 있는있는 재료재료, , 반도체반도체 분야분야 선정선정

일본 : N-Plan 21일본 : N-Plan 21

••1010년간년간 11조조44천천88백억원백억원 투자투자 계획계획

••20102010년년 나노기술나노기술 선진선진 55대국대국 진입목표진입목표

••나노소재나노소재, , 전자소자전자소자 등등 3030여개여개 핵심기술핵심기술 대상대상

한국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한국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투자투자



특허제도특허제도
특허법의 목적(제1조)특허법의특허법의 목적목적((제제11조조))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 기술발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발명을발명을 보호보호 장려하고장려하고 그그 이용을이용을 도모함으로써도모함으로써
·· 기술발전기술발전 촉진하여촉진하여 산업발전에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이바지함

발명이란?(제2조)발명이란발명이란?(?(제제22조조))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자연법칙을자연법칙을 이용한이용한 기술적기술적 사상의사상의 창작으로서창작으로서 고도한고도한 것것

특허란?특허란특허란??
· 기술공개의 대가로
· 일정기간의 독점권 부여

·· 기술공개의기술공개의 대가로대가로
·· 일정기간의일정기간의 독점권독점권 부여부여

존속기간존속기간존속기간

· 등록일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후등록일후 출원일로부터출원일로부터 2020년년



국민경제와 특허제도

기술의기술의 공개공개 : : 공공의공공의 이익이익
특허권특허권 부여부여 : : 개인의개인의 이익이익

공익과공익과 사익을사익을 결합하여결합하여
경제발전경제발전 도모도모

특허권 부여, 보호

특허청특허청
((심사심사, , 심판등심판등))

발명가발명가
((기업기업))

경쟁자경쟁자
((기업기업))

시장시장

1.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모방자를 견제)

2. 벤처 자금, 기술담보 등 자금조달이
용이(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

3. 경쟁자간의 협력을 증대(크로스
라이센스, 공동연구, 기술표준 등)

기술 공개



특허심사절차

20년



특허요건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상산업상 이용가능성이용가능성

· 산업상 이용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에 이용가능한 것
· 위반사례

지구를 자외선차단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태양발전을 위한 거대 렌즈의 설치방법

·· 산업상산업상 이용되고이용되고 있을있을 필요는필요는 없고없고 장래에장래에 이용가능한이용가능한 것것
·· 위반사례위반사례

지구를지구를 자외선차단자외선차단 플라스틱플라스틱 필름으로필름으로 둘러싸는둘러싸는 방법방법
태양발전을태양발전을 위한위한 거대거대 렌즈의렌즈의 설치방법설치방법

신규성신규성신규성

· 특허출원전 국내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국내주의)
· 간행물에 기재된 것도 포함(국제주의)

·· 특허출원전특허출원전 국내에서국내에서 이미이미 알려진알려진 기술기술((국내주의국내주의))
·· 간행물에간행물에 기재된기재된 것도것도 포함포함((국제주의국제주의))

진보성진보성진보성

· 이미 알려진 발명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 이미이미 알려진알려진 발명을발명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용이하게용이하게 발명할발명할 수수 있는있는 기술기술



연구개발과 특허제도

특허출원

사업화/제품
기술이전등

발명 특허청

연구개발 특허등록

특허정보특허정보

중복투자방지
효율성

투자비용회수 및 재투자



미국특허공보미국특허공보미국특허공보



특허정보의 의미와 특징
특허정보특허정보특허정보

· 특허제도상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련정보
·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청구범위, 요약, IPC분류, 심사경과과정, 
권리존속기간등

·· 특허제도상에서특허제도상에서 비롯되는비롯되는 모든모든 관련정보관련정보
·· 출원번호출원번호, , 출원일출원일, , 공개번호공개번호, , 공개일공개일, , 등록번호등록번호, , 등록일등록일, , 발명의발명의 명칭명칭, , 

출원인출원인, , 발명자발명자, , 청구범위청구범위, , 요약요약, IPC, IPC분류분류, , 심사경과과정심사경과과정, , 
권리존속기간등권리존속기간등

타기술정보와 비교되는 특징타기술정보와타기술정보와 비교되는비교되는 특징특징

· 정보의 수집 및 입수가 용이하다
·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IPC)를 사용하고 있다
· 기재양식과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
· 광범위한 기술분야 전체(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기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다(실시가능한 정도)

·· 정보의정보의 수집수집 및및 입수가입수가 용이하다용이하다
·· 세계적으로세계적으로 통일된통일된 분류분류(IPC)(IPC)를를 사용하고사용하고 있다있다
·· 기재양식과기재양식과 내용이내용이 통일되어통일되어 있다있다
·· 광범위한광범위한 기술분야기술분야 전체전체((전전 산업분야산업분야))를를 대상으로대상으로 한다한다
·· 기술의기술의 내용이내용이 구체적이다구체적이다((실시가능한실시가능한 정도정도))

유용성 증대유용성유용성 증대증대

·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정보이지만, 시의성, 과학적 성과의 반영 부족, 
특허출원성향의 차이, 특허가치의 다양성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 특허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객관화되고객관화되고 표준화된표준화된 정보이지만정보이지만, , 시의성시의성, , 과학적과학적 성과의성과의 반영반영 부족부족, , 
특허출원성향의특허출원성향의 차이차이, , 특허가치의특허가치의 다양성다양성 등이등이 단점으로단점으로 제기되고제기되고 있으나있으나

·· 특허처리기간을특허처리기간을 단축하는단축하는 노력을노력을 지속하고지속하고 있음있음



특허정보의 중요성

• 투입대비 효율성울 어떻게 높일 것인가?
• 어떻게 기술변화와 혁신구조를 측정하여 정책을 할 것 인가?
• 전문가들의 견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가?

•• 투입대비투입대비 효율성울효율성울 어떻게어떻게 높일높일 것인가것인가??
•• 어떻게어떻게 기술변화와기술변화와 혁신구조를혁신구조를 측정하여측정하여 정책을정책을 할할 것것 인가인가??
•• 전문가들의전문가들의 견해에만견해에만 전적으로전적으로 의존하여야의존하여야 하는가하는가??

R&D 투입 기술발전
(상품화)



특허정보의 활용



클레임과 기술분류(IPC)

클레임(Claim) : 특허청구범위클레임클레임(Claim) : (Claim) : 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

·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내용을 번호를 매겨가면서 작성되며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는 기술내용 설명서

·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술이더라도 폭 넓은 응용을 위해 트럭, 택시, 버스를
포함하는 상위 수준의 개념인 ‘운반체’와 같은 용어 사용이 보편화

· 어떤 용어가 사용되고 클레임을 어떻게 선정하는냐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천차만별(특허청구범위 해석론, 균등론 등)

·· 법적으로법적으로 보호받고자보호받고자 하는하는 기술내용을기술내용을 번호를번호를 매겨가면서매겨가면서 작성되며작성되며 법률적법률적 해석을해석을
요구하는요구하는 기술내용기술내용 설명서설명서

·· 승용차에승용차에 적용되는적용되는 기술이더라도기술이더라도 폭폭 넓은넓은 응용을응용을 위해위해 트럭트럭, , 택시택시, , 버스를버스를
포함하는포함하는 상위상위 수준의수준의 개념인개념인 ‘‘운반체운반체’’와와 같은같은 용어용어 사용이사용이 보편화보편화

·· 어떤어떤 용어가용어가 사용되고사용되고 클레임을클레임을 어떻게어떻게 선정하는냐에선정하는냐에 따라따라 특허권의특허권의 효력범위가효력범위가
천차만별천차만별((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 해석론해석론, , 균등론균등론 등등))

특허기술분류(IPC)

1/00

(나노구조)

B

(나노구조, 그의
취급 또는 제조)

82

(나노기술)

B

(처리조
작, 운수)

예시

(나노구조)

66,69159,7596,9326181088개수

그룹전
체

2개 이상
의 숫자

1~3개의 숫
자

1개의 영문 대문
자

2개의 숫자A~H표기

비고세브그룹메인그룹서브클래스클래스섹션구분

특허기술분류특허기술분류(IPC)(IPC)



나노특허의나노특허의 특징특징

New Rule : 크기(Size)
원천기술을바탕으로한미래에대한가능성까지

New Rule : 크기(Size)
원천기술을바탕으로한미래에대한가능성까지

Broad patent rights granted for Pioneering inventionsBroad patent rights granted for Pioneering inventions

다학제간학문/광범위한영역다학제간학문/광범위한영역

There are many nanotech patents with overlapping claimsThere are many nanotech patents with overlapping claims

증가하고있는투자비와시장성증가하고있는투자비와시장성

Patent become valuable when they cover commerical productsPatent become valuable when they cover commerical products



NanoPatent(Definition)

• Developed at critical length scale of 
matter, typically under 100 
nanometers
– Manipulation, processing and fabrication 

under control of the nanoscale structures

• Novel properties and phenomena
– Special effects, are attributed to and are 

intrinsic at the nanoscale

• USPTO Class 977



NanoPatent(1)

• Nano-transistor
• Material 

Replacement
• Carbon nanotube



NanoPatent(2)

• A high capacity of 
biomolecule
detecting sensor 
using carbon 
nanotubes is 
provided, thereby 
rapidly detecting 
various kinds of 
target-biomolecules
bound with 
receptors on a 
nanoarray-type 

biochip.



NanoPatent(3)

• USP 5,424,054
• Issue Date : June 13, 1995
• Inventor(s) : Bethune
• Patent Holder : IBM
• Licensee(s) : Carbon nanotechnologies
• Claim(s) : 
• 3. A hollow carbon fiber having a wall consisting 

essentially of a single layer of carbon atoms
• Description of Technology : gas sensors, 

microscope tips, computer processing technology, 
memory devices, field emission displays, fuel cells, 
molecular diagnostics, and others



What is being claimed

NanotubeNanotubeNanotubeNanocompositeNanocompositeNanocomposite



Primary types of Patent Claims in 
Nanotechnology

• Composition of matter(물질)
– Nanomaterials such as nanotubes, nanowires, 

and nanoparticles

• Device, apparatus or system(장치)
– Electrical, mechanical, and optical devices 

incorporating nanomaterials
– Tools used to prepare, characterize

• Method or Process(방법)
– Synthesizing nanomaterials or constructing 

devices or systems



나노입자 잉크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자 주형 상에 배치된 1개 이상의 착색제 층을 갖는 입자 주형을 포함하는 약

1,000 나노미터 미만의 크기를 갖는 나노입자, 및 액체 비히클(vehicle)을 포함하는 프린트
방법용 기록 매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색제 층이 입자 주형 상에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배치되는
기록 매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색제 층이 입자 주형을 실질적으로 피복하는 기록 매체. 
…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색제 층이 기능성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성 첨가제가 전하 캐리어, 열 산화 안정제, 점탄성 개질

제, 가교결합제, 가소제, 전하 조절제, 유동성 조절제, 충전제, 계면활성제, 킬레이트제, 류
코 염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기록 매체. 

…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 주형이 약 1,000 나노미터 미만의 평균 크기를 갖는

기록 매체.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 주형이 약 50 나노미터 미만의 평균 크기를 갖는 기록

매체. 
…
…
청구항 170. 제169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광택 개질제가 폴리비닐 알콜, 폴리비닐 피롤리돈, 

폴리아크릴산, 폴리실록산, 폴리실록산 폴리에틸렌 옥시드 공중합체, 폴리실록산 폴리프로
필렌 옥시드 공중합체, 선형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키토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표면개질 잉크젯 잉크의 제조 방법.



나노입자 잉크

1.프린트방법용 기록매체 : 49항

2.기록 매체로 프린트한 직물 : 2항

3.프린트 방법 : 7항

4.기록 매체의 제조방법 : 8항

5.나노입자 : 49항

6.나노입자의 제조방법 : 51항

7.표면개질 잉크젯 잉크 : 2항

8.표면개질 잉크젯 잉크의 제조방법 : 2항



강력한강력한 특허취득을특허취득을 위한위한 명세서명세서 작성전략작성전략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42조제3항)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42조제3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특허청구범위 (제42조제4항)특허청구범위 (제42조제4항)



(1) 철저한 선행기술 검색

명세서 작성명세서명세서 작성작성

· 관련 선행기술(Prior Art) 파악
· 선행기술의 단점, 출원발명의 차이점 및 개선점
· Dictionary-based analysis of terms; Definition
• 선행기술의 개시정도에 따라 허용되는 Claim의 범위가 달라짐

·· 관련관련 선행기술선행기술(Prior Art) (Prior Art) 파악파악
·· 선행기술의선행기술의 단점단점, , 출원발명의출원발명의 차이점차이점 및및 개선점개선점
·· DictionaryDictionary--based analysis of terms; Definitionbased analysis of terms; Definition
•• 선행기술의선행기술의 개시정도에개시정도에 따라따라 허용되는허용되는 ClaimClaim의의 범위가범위가 달라짐달라짐

선행기술선행기술선행기술

· NanoPublications
· NanoPatents

Keywords

·· NanoPublicationsNanoPublications
·· NanoPatentsNanoPatents

KeywordsKeywords



(2) Patent Map 작성 및 활용

경영 전략수립경영경영 전략수립전략수립

· 경쟁사 및 시장동향파악
· 신규사업 영역 결정

·· 경쟁사경쟁사 및및 시장동향파악시장동향파악
·· 신규사업신규사업 영역영역 결정결정

R&D 전략수립R&D R&D 전략수립전략수립

· R&D 동향 파악
· 독자기술개발 또는 전략적 특허취득 결정
· R&D 과제 선정

·· R&D R&D 동향동향 파악파악
·· 독자기술개발독자기술개발 또는또는 전략적전략적 특허취득특허취득 결정결정
·· R&D R&D 과제과제 선정선정

특허 전략수립특허특허 전략수립전략수립

· 정보의 제공. 이의신청, 심판청구자료로 이용
· 특허분쟁 예방
· 특허판매 및 Cross License의 기초자료
· 강략한 특허취득을 위한 자료

·· 정보의정보의 제공제공. . 이의신청이의신청, , 심판청구자료로심판청구자료로 이용이용
·· 특허분쟁특허분쟁 예방예방
·· 특허판매특허판매 및및 Cross LicenseCross License의의 기초자료기초자료
·· 강략한강략한 특허취득을특허취득을 위한위한 자료자료

분석해야 할 선행기술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분석해야분석해야 할할 선행기술이선행기술이 많고많고, , 내용이내용이 복잡한복잡한 경우경우



(3) 특허청구범위 작성 요령1

포괄적인 Claim 설정포괄적인포괄적인 Claim Claim 설정설정

· 강력한 특허는 포괄적인 Claim에 의해 가능
· Claim만 포괄적인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제42조제3항 & 제4항)
· 따라서 포괄적인 Claim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양의 Data 기재가

필수적
무작정 많은 양의 Data 기재는 불필요
적정한 양의 data 기재를 위해서는 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부서직원
or 변리사 등과의 협의가 필수적

·· 강력한강력한 특허는특허는 포괄적인포괄적인 ClaimClaim에에 의해의해 가능가능
·· ClaimClaim만만 포괄적인포괄적인 경우에는경우에는 발명의발명의 상세한상세한 설명에설명에 의해의해

뒷받침되지뒷받침되지 않는다는않는다는 이유로이유로 거절거절((제제4242조제조제33항항 & & 제제44항항))
·· 따라서따라서 포괄적인포괄적인 ClaimClaim을을 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 위한위한 많은많은 양의양의 Data Data 기재가기재가

필수적필수적
무작정무작정 많은많은 양의양의 Data Data 기재는기재는 불필요불필요
적정한적정한 양의양의 data data 기재를기재를 위해서는위해서는 연구단계에서부터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부서직원특허부서직원
or or 변리사변리사 등과의등과의 협의가협의가 필수적필수적

발명의 본질에 맞는 Claim 설정발명의발명의 본질에본질에 맞는맞는 Claim Claim 설정설정

· 개척발명 : 발명의 객관적 가치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Claim 허용
· 개량발명 : 종래기술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 개척발명개척발명 : : 발명의발명의 객관적객관적 가치에가치에 상응하는상응하는 포괄적인포괄적인 Claim Claim 허용허용
·· 개량발명개량발명 : : 종래기술과의종래기술과의 경계를경계를 명확하게명확하게



(4) 특허청구범위 작성 요령2

다단계 Claim 설정다단계다단계 Claim Claim 설정설정

· 최대한 넓은 상위개념 Claim
· 중위개념 Claim
· 실시예 수준의 하위개념 Claim
· 심사 or 무효단계에서 적절한 대응가능

·· 최대한최대한 넓은넓은 상위개념상위개념 ClaimClaim
·· 중위개념중위개념 ClaimClaim
·· 실시예실시예 수준의수준의 하위개념하위개념 ClaimClaim
·· 심사심사 or or 무효단계에서무효단계에서 적절한적절한 대응가능대응가능

침해확인 및 권리행사가 용이한 Claim 설정침해확인침해확인 및및 권리행사가권리행사가 용이한용이한 Claim Claim 설정설정

· 침해자의 실시형태 고려
· 침해의 입증이 곤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 적절한 Category 선택

물질 : 효력범위가 포괄적
방법 : 타인의 실시확인이 곤란

· 다양한 Category 설정
조성물 vs. 조성물 제법
장치 vs. 방법

·· 침해자의침해자의 실시형태실시형태 고려고려
·· 침해의침해의 입증이입증이 곤란한곤란한 구성요소를구성요소를 포함하지포함하지 않도록않도록
·· 적절한적절한 Category Category 선택선택

물질물질 : : 효력범위가효력범위가 포괄적포괄적
방법방법 : : 타인의타인의 실시확인이실시확인이 곤란곤란

·· 다양한다양한 Category Category 설정설정
조성물조성물 vs. vs. 조성물조성물 제법제법
장치장치 vs. vs. 방법방법



특허출원시특허출원시 유의점유의점((제도제도))

• 우선권 주장제도 : 조약우선권 (제54조)
– 기간 :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출원

– 효과 : 특허요건 (제29조 & 제36조) 판단시점이 국내 출원일로 소급

• 공지예외주장

– 요건 : 시험, 간행물 발표, 연구집회 서면발표 또는 박람회 출품

– 절차 : 6개월 이내에 출원, 출원서에 그 취지 기재 &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 효과 : 출원일 소급 X,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NanoPublications

• Technology & Law



특허출원시특허출원시 유의점유의점((명세서명세서))

• 정확하고 분명한 선행기술조사 필요

– Keyword + IPC Search
– 선두기업(또는 출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Claim 분석요망

• 나노크기로 인한 기술적 의의, 이로 인한 새로운 변화를 입증

– 사용용어(예를 들면, Nanocrystal)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 단순한 재료의 치환이 아니라, 이에 대한 곤란성을 명확하게

• 개척발명인 경우는 광범위한 Claim, 다수의 Claim, 다양한 Claim
• 개량발명인 경우에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재

• 다양한 산업(응용)분야로의 기술전개방향을 예측

– Quantum Dots (both semiconductor and tagging biological materials)
• 원천기술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특허전략(~300개)

– Hyperion Catalysis International (~83개)
• 공동연구에 대한 권리명확화 필요



THANK U

No nanotechnology without patentingNo nanotechnology without pa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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