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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n 특허법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n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으로서 고도한 것

n 특허발명 : 특허를 받은 발명
n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n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댓가

n 나노발명/나노(발명)특허



기술발전

www.ipt.arc.nasa.gov



나노기술의 특징

n 학제간 연구 : 학문간 경계 소멸(유관분야 접목)

n 높은 기술집약도 : 분석, 제어, 합성의 전과정이 극
미세 수준

n 높은 경제성 : 에너지 및 자원의 손실 최소화, 최고
의 성능

n 높은 환경친화성 : 오염발생방지, 효과적 오염제거

n 자연에 가장 근접한 기술 : 원자 및 분자의 자발적
결합 이용

* 특허의 중요성(기업체와 특허권)-특허관리와 전략



특허의 중요성
n “제게 마우스와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제게 마우스와 관련한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아마도 당신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갈 때도 후자 쪽이라면 적어도 면담을 거절 당하는 일은 없
을 것이다. 

n 이처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한마디로
아이디어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누구
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특허권의 확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는 기업에게 독점시장을 만들어 줘 막대한 이
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효자'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NT, 유관분야 접목이 성공열쇠

n 21세기 들어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와 함께
미래를 주도할 3대 혁신기술의 하나로 NT(Nanotechnology)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NT는 물질의 원자 및 분자 수준에서 제어 및 조작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재는 물론 전기·전자, 바이오·화학, 환경·에너지 등 전 산업분야에 걸
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NT는 나노미터(10-9m) 수준의 영역에서 물
질의 구조, 형상 등을 제어하는 기술로 원자나 분자의 크기는 일반적으
로 1나노미터의 십분의 일 크기를 갖기 때문에 NT는 사실상 물질의 최
소 단위인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물질구조를 통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NT는 현재까지 미세기술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는 마이크로
(100만분의 1) 기술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단지 물건을 작게 만들기는 하지만 분자의 위치 배열까지는 바꾸지 못
하는 반면, NT는 분자 수준에서 조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물질의
성질 변화는 물론 전혀 새로운 개념의 물질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n NSF, 2010-15년 세계시장 1조달러 … IT-BT-NT 접목 절대적



Nanophase Technologies

◆ 1989년 미국 일리노이주 Romeoville에 설립됨.

◆ 나노기술의 상업적 응용에 신기원을 열고 있음.

◆ 전자와 에너지 시장 뿐만 아니라 개인용품과 코팅제 등 기타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으며, 제조용과 코팅용 나노입자가 주력 분야로 여타의 나노
기업들과 차별화 전략을 추진중임.

◆ 나노기술 기업들 중 유일하게 상장돼 있고, 2000년 매출 427만3000달러
의 약 43%인 180만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Sunscreen 물질의 수
익이 약 50%를 차지함.

◆ 소규모 기업으로 특정한 수직형 시장에서 주요 고객에만 집중. 장기적 성
장 잠재력이 풍부한 산업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2001년 11월 초 FMC Lithium & Altair Nanotechnologies의 에너지 저장
산업을 위한 나노-Lithium Titanate Spinel 관련 산화 금속 및 관련 특허
기술의 개발·시판을 위한 의향서에 조인함.

◆ Nanophase는 기술 개발의 자산적 특성상 고객과 일부 비밀계약을 체결
하고 있음. 일부 고객들은 Nanophase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적 우
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음. <화학저널 2002/1/28>



<S코닝> 초미립소재 나노파우더

n S코닝은 나노파우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 APT와
합작법인 ANT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S코닝과 ANT는 50대50의 지분을 갖게 되
며 ANT의 초기 자본금은 1200만A달러(약 80억원)이다.
S코닝은 기술개발 합작법인인 ANT와 별도로 5000만달러(500억원)을 추가 투
자해 국내에 나노파우더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2003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S코닝은 MLCC(다층세라믹 콘덴서)용 BaTiO3(300nm이하) 제품을 비롯한 반도
체연마용 극미세분말 제품을 양산해 2010년 1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려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노파우더 응용제품은 연평균 시장성장률이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소재로 2005년 약 7억달러, 2010년 20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된다.
S코닝은 VTR 헤드에 들어가는 세라믹재료인 로터리 트랜스포머 분야와 프릿트
분말유리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해온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브라운관용 유리, TF T- LCD용 유리사업에 이어 차세대 전
략사업으로 나노파우더 사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APT는 서오스트레일리아대학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으로 Ag(은), Cu 
(구리), Ni(니켈) 등 금속분말과 세리아,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산화망간 등 세
라믹 분말의 대량생산기술 및 나노분말 제조기술의 세계특허를 보유하고 있
다.<화학저널 2000/6/5>



과거의 지식재산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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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지식재산 경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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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에 관한 말말말

n 특허권이 없다면, 당신의 미래사업은 다른 누군가가
가로챌 것이다

n 학문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로

n 누구에게나 열린 특허의 기회

n 성공하는 최고경영자는 지식재산의 비밀을 알고 있다

n 특허분석을 행할 시간이 없다니요? 그러면 특허소송
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비할 시간은
있나요?

n People do not buy technology, they buy products



지난날의 특허전략

n 당신이 나를 고소하면 나도 당신을 맞고
소할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 망하게 된
다

n 일본특허청장 : 일본에서 전통적인 기업
전략은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것이었
다. 판매보다는 보호를 위해서 출원하였
고 90만개의 등록 특허중에서 60만건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래의 청사진-특허분석



PIAS 와 Patent Map

u 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q 특허정보의 수집,가공,분석을 수작업으로 행하던 기존의 제작방법을 대신하여

‘‘주제선정부터주제선정부터 분석까지분석까지 Patent MapPatent Map작성의작성의 전전 과정을과정을 수행수행하는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q Patent Map작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많은 비용, 시간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대기업, 연구소 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음

è PIAS의 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인, 학생 등 일반인도 쉽게 Patent Map작성

Patent MapPatent Map

특허
정보
수집

특허
정보
분석

특허
정보
가공

P I A SP I A S







- 국내외 나노기술 특허동향 파악

- 전체업계 동향파악 / 공백기술

- 주요 업체 파악 / 특정 기술분야의 동향 파악

- 국가별, 기업별 연구전략 파악 / 경쟁사 사업 전개 방향 조사

작 성 목 적

조 사 범 위

- 국가범위 : 국내, 일본, 미국

- 연도범위

- 해당기술 범위 : 기술분류(IPC), 키워드

- 나노기술 : 나노재료를 중심으로 분석

작성목적 및 조사범위



나노기술 분야 - 특허분석

n 나노기술 분야란?

ü 화학, 기계, 전기전자, 재료등

ü 정해진 IPC(심사분류)가 아니다

ü 키워드 검색 : 나노*, Polymer + 
nanocomposite, Carbon Nanotube

n 검색DB 와 범위

ü 대한민국 특허청 DB과 Delphion Site

ü 출원범위 : 1996~2001에 출원된 것(미공
개부분 포함*) or 최대한 넓게





PRODUCTION OF SMOKED POTTERY 
HAVING SILVER LUSTER(PAJ 소55-42280호)

n PURPOSE: To remarkably enhance the luster of pottery by coating 
the surface of a base material with an aq. soln. or a suspension 
of an alkali (earth) metal salt and by facilitating the effect of 
depositing a carbon film in a smoking process to form a silver-
colored carbon film uniformly and smoothly. 

n CONSTITUTION: The surface of a base material such as a tile is 
coated with an aq. soln. of a suspension contg. 0.5W50wt% of an 
alkali (earth) metal salt such as NaOH, NaNO3 or KNO3. The 
coated tile is calcined at about 1000°C as usual and smoked to 
produce smoked pottery. To the above aq. soln. or suspension 
may be added an aq. soln. (water glass) of a melt of glassy solid 
such as an alkali (earth) silicate or a mixt. of an alkali silicate and 
silicic acid. By this method the base material surface is made 
water-impermeable, and a smoked tile undergoing no 
discoloration and fading can be produced cheaply.



년도별 출원건수(한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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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인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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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출원건수(한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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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원인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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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원인별 기술분석

n 미국 : 무기복합체, 나노튜브, 나노섬유, 에미
터소자, 금속입자, 나노디바이스, 다공성 실
리카, 중합체 필름, 폴리머복합체

n 일본 : 전계소자, 기억소자, 나노튜브(필름화), 
콤포지트자석분말, 2차전지

n 프랑스 : 화장품용도

n 네덜란드 : 나노복합재료

* 현재 공정기술관련 특허는 미약하지만 증가추세



국내출원된 공정기술

n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 및 그 반도체 나노결정
을 사용한 반도체 기억소자

n 필드 방사 구조체를 포함하는 소자 및 그 제조방법

n 다공성 유전체 금속화방법

n 혼합된 스트림 증착에 의한 나노다공성 실리카

n 나노다공성 실리카 박막의 향상된 제조공정

n 나노다공성 실리카의 기계적 강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공정

n MEMS 장치의 기능소자로서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조
하기 위한 방법

n 스캐닝 프로브 현미경 팁을 이용하는 방법 및 이 방법
을 위한 제품 또는 이 방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



Nanoelectronics

Structural
Materials

Sensors,
NEMSOrganic Inorganic

Bio

Materials Applications



일본특허청 나노기술분류

유기 EL, 탄소나노튜브C07C.D.F, C09D, 
G02B.F

탄소·유기나노구조체

STM 관련장비B05, B23, C23, 
C25, G01, H05

나노구조기반기술

분리막 및 광촉매A01N, A23, A61, 
B01, C03, D06

다공·고비표면적나노구조체

DDSA61K, C07H.J.K, 
C12

바이오관련나노구조체

C08B.F.G.J.K.L고분자·무기나노구조재료

반도체제품관련

반도체레이저등

G03C.G, G11B.C, 
H01L, C01B

무기나노구조디바이스

내용IPC분류









특허출원동향1(nikkan.co.jp)
n CNT가 98년이후에 급증

n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신재료 프로젝트(프론티
어 카본테크놀로지)의 출발

n 기술항목별 : 제조법과 디스플레이로의 응용
n 초기 냉음극배열의 제작과 시스템의 특허가 많았으나, 최근

에는 이를 응용한 Flat Panel Display관계 특허가 증가

n 대학과 공공기관이 전체의 20%비율(기초연구), NEC
가 최대출원(제조관련, 전자방출로의 응용)

n CNT의 응용제품은 연구개발단계

n 구조결함이 적고 염가인 CNT 제조기술의 확립, FPD
로의 응용, 고성능 복합재료로의 응용등이 제시됨



특허출원동향2(nikkan.co.jp)
n 나노입자발광소자와 양자도트 레이저등의 광

반도체분야는 평균 연간60건의 비율로 꾸준
히 증가(일본이 80%, 미국이 15%)

n 통신용 레이저와 광픽업 레이저에서는 NEC가
주도, 일아화학공업의 청색발광소자 특허는
매우 중요

n 주사형 프로브 현미경에 관한 동향으로 일본
이 매년 300건, 미국이 50건, 독일이 10건 내
외
n 연구자로는 IBM이 기초연구의 리더로 다수의 선행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캐논도 출원



PAJ(년도별 전체건수)

일본특허청



IPC 분류 설명

n A : 의약, 화장품, 바이오

n B : 다공성구조, 고비표면적재료

n C : 합성, 탄소나노튜브, 복합재료

n D : 나노섬유

n G : 반도체제품, 무기디바이스, 장비

n H : 반도체응용



PAJ(기술분석)- IPC



PAJ(출원인 진입분석)



CNT : 출원년도별(일본)

탄소나노튜브



CNT : 출원인별(일본)



CNT : 출원인-기술별



CNT : 출원인별 기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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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 : 기술성숙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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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수준비교

n CVD를 이용한 CNT 합성기술은 부분적으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나, 대량생산기술과
SWNT 합성법은 열세인 상태

n 에미터 응용기술은 FED 에만 집중되어 외
국수준과 동등하나, 전반적으로 각종응용연
구는 열세

n 국내 및 국외에서도 FED 이외의 다른 전자
방출시스템(예를 들면, 백색광원)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라고 보고 있음

*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적용 모색



년도별 기술분류별(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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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복합재료관련 국내특허출원

나노클레이 함유 난연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10-2000-58276

클레이 분산 고분자 수지 나노복합재의 제조방법10-2000-52689

난연성이 우수한 폴리프로필렌-유기점토 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

10-2000-40961

폴리프로필렌-유기점토 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10-2000-37082

폴리올레핀/점토 나노복합재의 제조방법10-2000-3711

결정성 폴리스티렌-유기점토를 함유하는 나노복
합재료 및 이의 제조방법

10-2000-48493

나노복합물질10-2000-7007572

발광물질/점토 나노복합소재를 이용한 유기전기
발광소자

10-2000-16466

발명의 명칭출원번호



USPTO(Nanocomposite)



USPTO(Nanocomposite)



USPTO(Nanocomposite)



USPTO(CNT)



USPTO(CNT)



나노입자, 분말 - 국내출원

n 세라믹 나노복합재료의 치밀화

n 나노구조의 산화물, 세라믹 분말, 금속분말

n 복합자성재료, 자석분말

n 유전체 초미립분말의 제조방법

n 나노입자의 제조방법(화장품, 의약품)

n 혼합광촉매, 이산화티탄 초미분체, 극미세다공질 구
조체, 실리카 분말

n 구상의 형광체 분말

n 나노결정합금분말, 나노전자재료분말, 후막, 박막



나노기술 분야별 미일경쟁력비교

미국우위 일본우위

시장규모 큼

시장규모 작음

나노디바이스(반도체)

바이오일렉트로닉스

탄소계박막디바이스나노스케일촉매

코팅기술

분산입자제조

생체모방제조

강화세라믹

분산코팅공정

생체모방합성

모델링

자료 :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미소다공질재료



나노기술 특허분석요약
n 한국

ü 국내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분야가 탄소나노
튜브에 집중

ü 외국출원인들은 분야를 고르게/ 관망자세(*)

ü 주요기술 선정 및 확보단계(*) - 특허청구범위

ü 나노분말, 입자분야/공정기술 2001년이후에 급성장

n 일본

ü 탄소나노튜브를 중심으로 나노디바이스 분야가 우위

ü 국내출원인(일진나노텍/이철진 : CNT 합성)

ü NEC 가 가장 우위(응용분야*) / 기술성숙기

n 미국 : 다양한 기술분야별로 고르게 분포



나노특허, 분쟁 야기소지 크다

n 미래의 산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나노기술분야에서 제품화할 때 특허침해
에 대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상
하고 있다. NT분야의 많은 부분은 기초연구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본 전
문가들이 나노 테크놀러지의 기본특허가 이미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 의약분야 등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미 특허분쟁이 일어났으며, NT에
서도 조만간 특허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내에
서도 연구개발 열기가 매우 높고 특허 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성숙도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노특허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NT분야의 특허전략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노기술의 응용분야는 점차 다양화되고 실용화되고 있는데 이미 탄소나노튜브
관련 기술은 반도체 소자 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복합재료
가 자동차 소재 및 포장용으로 선택되면서 신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성의 선택적 발현이나 첨가제로써의 균일한 혼합문제에 있
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5>



What is Nanotech IP?

n Common invention claims in nanotech

n Key nanotech claim trends

n Broad vs. Narrow Protection

n Spectrum of protection strategies

n Criteria for selecting the breadth of protection

n Emerging defensibility trends of nanotech IP



특허명세서

n 발명의 명칭 : 어느 분야

n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기술문헌으로서 국가산업발전
에 기여

n 특허청구범위 : 권리문서로서 발명자의 권리가 특정
된다

n 발명자가 아무리 획기적이고 풍부한 내용의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의도적이건 실수로 한 것이건 간에 특허
권을 주장할 수 없다.

n What is not claimed is disclaimed

n 이 세상에서 가장 작성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문서중
의 하나 – 법률전문가에 의해 신중히 작성



공공이 갖는 기술적 자산과 특허권



특허청구범위(권리범위)



특허청구범위(권리범위)



나노공정기술(SPM)

n 특허공개번호 10-2001-110413호

n 출원일자 : 2001.07.07 / 국제출원

n 출원인 : 미국 노쓰웨스턴 대학

n 발명의 명칭 : 스캐닝 프로브 현미경 팁을 이용하
는 방법 및 이 방법을 위한 제품 또는 이 방법에 의
해 생산된 제품

n 요약 : 본 발명은 금 기판 (Au) 상에 패턴을 형성하
기 위해 분자를 원자력 현미경 팁 (AFM)으로부터
금 기판에 전송하기 위한, 딥 펜 나노리소그래피
(DPN)로서 수행되는, 소수성 화합물로 코팅된 팁
을 갖는 원자력 현미경을 제공한다.

n 명세서 완벽, 청구항 45개



나노공정기술(SPM)2



나노공정기술(SPM)3



대책방안

n 物의 발명 > 방법의 발명(공정기술)

n 물과 제조공정, 제조방법을 함께 기재

n 나노기술분야 심사
n 자국의 이익보호 - 국내산업

n 광범위한 권리주장에 대한 대응

n 미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호

n Round Table Meeting/Workshop

n Patent Map/Technology Roadmap



미래의 청사진-특허분석

일본NEC

Altair Int. Inc.

미국Amcol

Korea



특허분석결과

n CNT
n 합성기술과 응용분야

n 시장진입시기 판단/특허관리

n NEC, Futaba

n 고분자 나노복합재료
n Amcol(재료), Toyota(응용)

n 용도는 광학, 고강도재료등

n 나노입자
n 금속, 세라믹스입자제조, 코팅, 광기능소자

n Altair International Inc.

* 시장성, 공백기술, 단계별 전략수립 - Korea



Derwent

•IBM 선행기술
•정보공유



향후계획 - 전문분석

n 명세서를 통한 세부기술별 분석(정성분석)

n 미국, 일본특허청 출원동향/기술별 분석

n 세부기술별 공백기술

n 기술로드맵(Roadmap)

n 특허외 정보, 문헌정보, 국가지원정책등의 요
인으로 인한 총체적인 판단 필요한 시점 – 응

용분야 선정

n www.freechal.com/nano : 전문분야별 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