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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 론

세계경제의 흐름은 기술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지식기

반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해졌.

고 이 무형자산의 창출 활용 확산이 더 효율적인 기업이나 국가가 경, , ,

쟁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핵심적인 경쟁요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집약적 산업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은 지식집약적 산업에게 그 주도적인 지위를 내어주고 있으

며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만 이러한 신경,

제흐름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물.

결에 제때 동참하지 못해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지만 이제 디지털 경제, ,

지식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운 조류를 잘 탄다면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선진국에 진입할2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기 미래기술로21

써 나노기술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환경기술 문화기(NT), (IT), (BT), (ET),

술 등을 손꼽을 수 있으며 이미 선진국들은 한발 앞서서 많은 부분(CT) ,

을 집중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신경제흐름에 발맞추어 새로.․
운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공

감대가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형성되고 있다.

최근 나노1) 사이즈(10-9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나노기술m) (Nano Technology)이

전자 재료 의약 에너지 등의 기술분야로 응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 , , 21



기 기술개발의 중추 핵심분야로 등장하여 국내외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

목을 받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다음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

나노기술을 선택육성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목적1.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에 이, , (IT), (BT)

어 나노기술 을 새로운 전략분야로 이미 설정하고 중장기 기술개발계(NT)

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미국은 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 2000

해 나노기술을 인터넷 생명공학과 함께 세기 국가 대 중점 연구과제, 21 3

로 선정하여 국가의 연구개발 능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나노기술에 매달리는 이유는 전자 통신 환경 생명과, , ,

학 재료공학 방위산업 의학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 , ,

때문이다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 , ,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고 이제 나노기술 없이는 세기 인류의, (NT) 21

문명을 바꿔 놓을 정보통신 과 생명공학 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IT) (BT)

므로 나노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산자부2) 과기부, 3) 등에서 나노기술개발을

정부주도하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기술수준 등에서 선진국과는, ,

아직도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자부는 년. 2001

나노기술을 세기형 신산업으로 분류하고 및 사업화에 국가역량 집21 , R&D

1) 나노 란 억분의 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희랍어 나노스 난장이 에서 유래(Nano) 10 1 (Nanos: )
2) 고기능성나노복합소재개발사업 주관 등(KIST )
3)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 삼성종합기술원 주관 등( )



중할 계획이지만 특허청도 나노기술에 대한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특허정보의 제공 및 자료공유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요

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기 신기술로 여겨지는 나노기술의 혁신추. 21

이와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대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연구개발 투자방.

향을 확인하고 국가 연구개발 포토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하는데 있어 중

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차세대 성장산업의 분야별 세계시장 규모1.

단위 억불( : )

연도

분야
년2002 년2005 년2010

연평균성장률

(2005 2010)˜

IT 32,580 46,361 83,544 12.5%

BT 3,094 3,732 5,113 6.5%

NT 2,591 3,345 5,125 5.9%

ET 5,954 6,952 8,997 5.3%

CT 9,542 11,764 16,653 7.2%

계 53,761 72,154 119,432 10.6%

주 는: CT PricewaterhouseCoopers (2001),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에서 인용 년 자료는 년 사이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계산2001-2005. . 2010 2002 2005 .˜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계획 는 에 일부 포함 한: (2001), (2002 2006) (CT IT ).˜｢ ｣
국과학기술연구원 에서 재인용(2002) .



연구방법2.

나노기술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초기단계여서

원천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신기술분야에서는 지식재산.

권의 확보 기술선점을 통한 경쟁력강화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기술개발, ,

과 산업화추진 등의 다양하면서도 총체적인 발전계획을 정부주도하에 이

루어져야만 선진국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산학. ․ ․
연관과 협력하여 나노기술개발의 저변을 확대 중점추진분야의 선택과 집,․
중 선진해외기술의 아웃소싱과 해외공동 네트워크 추진 나노전문인력의, ,

체계적인 육성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허정보을 통한 기술추이 및 경쟁력 분석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특허청은 나노기술 연구회 를 심사관 및 외부, 「 」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청 내 학습조직, ( ) (Learning-organization)廳

정착하고 산학연관에 최신 특허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권리창출,

및 활용을 유도하고 유관 정부부처의 나노기술 지원정책수립 및 추진시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인터넷상의 정보공유공간4)을 확보하여 신문기,

사 및 문헌자료제공 특허초록제공 자유 토론방 운영을 통한 회원교류 및, ,

대화참여를 유도하여 폭넓은 자료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

내 회원 간에는 특정주제에 대한 학습으로 신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취배양하고 나아가 외부전문가초청세미나를 개최하여 나노기술기반확대,

와 관심을 유도하여 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4) 나노재료 신기술연구회(www.freechal.com/nano)



제 장 본 론2

나노기술의 개요1.

나노테크놀로지 나노기술 는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를 가(Nano Technology, )

진 기계나 물질을 다루는 것을 말하며 나노미터는 센티미터처럼 길이를 나타,

내는 단위로 억분의 를 말한다 좀더 쉽게 말하면 나노기술이란 전자 현, 10 1m .

미경으로나 간신히 볼 수 있는 분자나 원자 수준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끊어진 혈관이나 신경을 연결하려,

면 그 실과 바늘이 아주 가늘어야 할 것이고 컴퓨터 칩처럼 고집적 회로,

를 만들 때도 사용하는 기구가 작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것들.

은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나노기술은 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최첨단 기술이다 아마도 아주 작은 캡슐형 잠수함에 모든 장비.

를 갖추고 당신의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



과 혈전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작업에 의해 당신의 생명.

은 더 많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고 컴퓨터 메모리칩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켜서 동시통역기의 제조가 가능해 진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밤새워서.

평생토록 외국어 공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의 제조도 가능해지고 초경량 초고강도, ,

소재가 개발되면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태양계 바깥까지 탐사할 수

있는 소형 우주선도 만들 수 있다 의약품 성능의 획기적 개선도 예상되.

어 단백질을 조절해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고 극소형 기기를 이용해 인체

의 특정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투여할 수도 있게 되어 약물의 과복용이나

오용에 의한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 에릭 드렉슬러 교수는 저서 창조의MIT( ) 「

엔진 에서 나노기술은 건강에서 식량문제까지 인(Engine of Creation) “」

류의 모든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고 년” 1970



대 대학 시절에 이미 분자 크기의 기계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분자 크기의 암세포 파괴 기구를 만들어 몸속에 집어넣은 후 암세포만

골라 고통 없이 없애게 한다든가 나노컴퓨터를 옷감에 장치해서 외부의,

기온과 습도에 맞게 옷감의 두께를 알아서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이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 .

나노세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세계와 매우 다른 물리 화학 현상·

이 일어나며 나노기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정밀 기술은 아직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드렉슬러가 말하는 나노기.



술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화에서나 보는 일종의 공상 기,

술로 취급한다 그러하지만 실제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는 빠른 속도로. ,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비록 드렉슬, .

러가 말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나노수준에서 원자를 결합시,

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연구가 잇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가 세기의 신소재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1 .



나노기술의 특징2.

이 기술의 주요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존기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여 신개념의 고집적 초고속의 전자소자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문간 경계가 없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기술로써,

기존의 기술분야 예를 들면 물리 재료 전자 화학 등 을 횡적으로 연( , , , , )

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

다 또한 크기 소비 에너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

수 있으므로 높은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오염발생방지나 효과적 오,

염제거 등이 가능하여 환경친화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 기

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는 크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 기술측면에서 나노수준의 새로운 원천기술의 개발과 신물질 합성을 통한

산업적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기술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학

문간 기술간 급격한 융합화 현상 초래

□ 경제산업측면에서도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의 다양한 창출로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의 새로운 상품시장 개척과 선점이 가능

□ 사회문화적으로는 고기능의 가전제품 출현과 나노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조작 및 질병치료를 통하여 인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나노기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방식과Top-down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톱다운 방법의 전형적인 예가Bottom-up . (top-down)



박막이나 벌크 형태의 물질을 패터닝과 식각 기술을 통해 나노크기의 물

질로 형성하는 방식이나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톱다운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나노물질 제조

방법이 원자나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에 따른 소위 자기 조립 현상

을 이용하여 일정한 배열의 나노크기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현재 기체 상태에서 원자들이 브라운 운동에 의하여 서로 충돌

하며 나노입자가 형성되는 방법 용액 내에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나,

노입자를 형성하는 방법 기판과의 격자 상수가 다른 물질을 증착하여 두,

물질 사이의 격자 상수 차이에서 비롯된 응력 효과에 의한 나노패턴 형성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바텀업 방법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 (bottom-up)

톱다운 방법에 비해 훨씬 유리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이해하(top-down)

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나노기술의 응용분야는 전자 재료 의약 에너지 등 거의 모든 기술분, , ,

야에서 가능하므로 인류문명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현재 나.

노기술은 전 분야에서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초보단계이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반도체분야와 재료분야이고 가장 막,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분야는 의약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내외 나노기술 개발현황3.

국내(1)

정부는 나노기술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야(NT)



심 찬 계획을 세워 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했다 이 계2001 ‘ ’ .

획에 따르면 년까지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2005

고 년까지 나노기술 선진 대국 기술경쟁력 확보해 비교우위를 갖는2010 5

최소 개 이상의 최고기술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정부 개10 . 9

부처가 총 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연구인프라 구축 등2121 ,

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프런티어 및 나노핵심기술3 ,

과기부 차세대신기술 산자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정통부 등 대형( ), ( ), ( )

사업을 통해 테라비트 나노소자 고기능 나노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 ,

리소그래피 양자역학적 나노선 점 급 회로설계 핵심기술 등을EUVL , , 50㎚

개발한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한 한국의 나노산업의 수준을 정확히 나타낼 수

는 없지만 나노기술 연구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붓고 있는 미국과 일

본에 비하면 겨우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5% .

표 세계기술평가센터 분류 종합평가 기준에 의한 분석결과2. (WTEC)

분야

국가

나노구조체

합성

바이오

나노

대표면적

소재
나노소자

벌크

나노소재
합 계

미 국 32 29 33 37 33 164

일 본 34 28 25 34 30 151

E U 33 27 30 27 32 149

한 국 10 6 6 10 10 42

합 계 109 90 94 108 105 506



지난 년 서울대 물리학과 국양 교수가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 수립을2001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기술평가센터 분류종합평가 기준(WTEC)

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나노기술 수준은 개 항목에서 총 점을 얻었5 42

다 이 평가에서 미국은 점 일본은 점 유럽은 점을 얻었다 각. 164 , 151 , 149 .

국 나노과학자 상위 명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조사에서도 한국은 점으로5 49

미국 점 에 비해 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내에서 국가별 특(275 ) 5 1 .

허 취득 건수면 년 년 에서 우리나라는 총 건으로 전체 조사대상(1976 ‾1999 ) 13

국 가운데 대만 건 중국 건 보다 뒤진 위에 머물렀다 이 기간동(15 ), (14 ) 18 .

안 미국은 건 일본은 건 독일 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4298 , 714 , 273 .

나노기술관련 논문면 년 년 에서 우리나라는 총 건으로 미국(1988 ‾1996 ) 30

건 일본 건 독일 건 프랑스 건 중국 건 영국 건2062 , 649 , 547 , 505 , 345 , 249 ,

러시아 건 스페인 건 등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219 , 162 .

한편 나노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연구시설의 측면에, ,

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

황에 있다 먼저 연구개발부분을 보면 정부지원 중심의 연구개발이 진행되.

고 있으나 연구수준 및 분야 규모 면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우위, , .

확보가 가능한 부문에서조차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하다 전문인력을 보면.

전문적인 연구원이 매우 부족하며 세계적 전문인력 명 이내에 포함될, 500

수 있는 전문가는 명 내외이다 유사분야에서 전환활용이 가능한 인력도10 . ․
명 내외의 규모로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국내 인력수요에 절대 미흡1,000

한 상황이다 또한 연구시설과 관련하여서도 나노기술 개발에 필요한 필수.

장비도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있는 장비도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
경험이 부족하여 공동 이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노.

전문가들은 한국의 나노산업은 태동기에 진입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등 나노소자 나노측정장비 나노분말 탄소나노튜, , ,

브5) 등에서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또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됨에, .

따라 억원에서 억원 논문 특허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955 1589 ) ,

일부 세계적인 연구성과 도출되고 있다 지난해 국외논문 발표에서 세계.

위를 기록하고 최근 년간 급 논문이 연평균 증가하고 있다는 것6 5 SCI 62%

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나노기술 개발의 주요 성과가 아직까지 산업화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된 나노관련 기술이 민간.

연구개발로의 유인효과가 낮고 기술의 특성 또는 연구단계에 따른 기타

기술로의 연계가 미흡하며 의 상품화 산업화 전략이 부재해 체계적인NT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

정이다.

국외(2)

미국에서는 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나노기술을 차세대 경2000

쟁력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선언함으로써 국가나노기술개발제안,

이 추진되었고 이는 국가과학기술위원(National Nano Initiatives, NNI)

의 주관하에서 정부부처간 공동연구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NSTC) .

서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연구는 물

5) 탄소 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되어 관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신소재6 . 1991

년 일본의 이지마 수미오 박사가 처음 발견했다 지름이 수 나노미터 억분의. (1nm=10

로 보통 머리카락의 만분의 굵기 열전도율이 다이아몬드만큼 뛰어나고 강도1m) 10 1 ,

는 철강보다 배나 높다100



론이고 장기핵심기술개발 연구인프라구축 나노기술의 사회적 연계강화, ,

및 인력의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도 미국의 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을 수립하고NNI N-Plan 21

나노기술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일본의 강점분야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년후 실용화산업화를 염두에 둔. 5-10 ․
니즈 지향형 연구개발 및 혁신적 기반기술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나노기-

술의 비전공유 및 산학관 학제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나노/

기술전략 추진이 가장 핵심된 내용이다.

이미 일본의 히타치 중앙연구소는 장기연구의 를 나노기술에 집중투25%

입하고 있으며 그 밖의 등도 매출의 일정부분을 나노기, NEC, NTT, SONY

술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기업들도 컴소시엄을 구성하.

여 공동연구를 기초로 개발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전략으로 추진중에 있으

며 이는 빠른시간내에 응용분야개척을 통해 시장선점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된다.

유럽에서는 나노기술을 현재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로 인식하고

기존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기술단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

달가능한 범위에 있는 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점이 미국이

나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도 에너지환경. ․
분야 생명과학 또는 유전공학분야이며 국가 중에서도 독일이 개의, , EU 5

우수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노기술분야의 국내외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



면 정성적인 면이나 정량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나노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수년.

전이었으며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돌입한 것도 년전에 지나지 않, 4 5∼

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은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는 선진국에 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핵심연구분야를 선택집중하여 산 학 연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연· ·

구 개발을 수행한다면 수년 안에는 선진국과의 경쟁도 가능하며 년 정10

도 이후에는 적지 않은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실용화 시기와 중요성을 고려한 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및

연구자원의 집중이 중요하며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성,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아웃소싱을 통해 외국의 기초기술을 습.

득하여 우리 기술화하는 것도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특히 후발주자로서의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

책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협력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체,

적인 방법으로 특허정보라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나노

기술의 연구개발 및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허정보4.

특허정보는 특허제도상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련 정보들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출원인이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특허청에 특허출



원서를 제출하는 출원 행위에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서상 행정상의 정,

보들을 포괄적으로 특허정보라고 말한다.

특허문서상의 정보에는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번호 공개일 등록번호, , , , ,

등록일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 , , , ,

청구범위 요약 분류 심사경과과정 대리인 권리 존속기간 등 출원, , IPC , , ,

절차를 밟아 특허권이 설정될 때까지 경과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가 포함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특허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누가 어떠한 기, ,

술을 개발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그에 따른 기술개발의,

중복투자나 기술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도 있다.

타기술정보와 비교되는 특징(1)

● 정보의 수집 및 입수가 용이하다 정보의 출처가 각국 특허청으로 일원화(

되어 공보류 초록류 및 색인류 등의 발간자료는 물론 각국 특허 데이, ,

터베이스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손쉽게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국제특허분류 를 사용하고 있다( ) .●

기재양식과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

광범위한 기술분야 전체 전 산업분야 를 대상으로 한다( ) .●

● 기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실시가능할 정도로 기재 특허명세서 작성원칙( : )



표 특허정보와 기술문헌정보와의 비교3.

구 분 특허정보 기술문헌정보

신속성
기술의 공개가 신속·
출원 후 개월( 18 )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원고제출·
원고제출 후에는 신속하게 공개·

내용

실시 가능하도록 정확하고 상세·
히 기재 및 구체적 실시예를 설명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설명· ,
출원된 것은 모두 공개·
권리화 되지 못하는 것도 포함·

총설적인 것도 존재·
특정인의 개인적 견해인 경우도 존·
재
학술적 이론적인 내용·
일정심사를 거친것에 한해 게재·
선전 또는 과장될 가능성이 있음·

형식
정형화되어 있음·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음·
특정분야의 분류에 그침·

주요용도

연구개발 과제 탐색·
기술적인 문제해결·
기술동향 사업동향· ,
연구조직파악·
기업동향 전략 경영전략· , R/D ,
저촉사건의 사전예방·
기술평가·

연구개발 과제 탐색·
기술적인 문제 해결·
기술동향·
연구조직파악·

특허정보의 활용(2)

특허정보는 연간 만건 이상이 발생되는 중요한 기술정보자원으로 사100

회의 요구 기술의 동향이나 미래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같은 귀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의 성격상 기술정보인 동시에 권리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업경영전략수립 및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개발의· ,

각 단계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인 정보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는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정보로서 특허는 많은 장점을 갖는 반

면 단점 또한 많이 지적되고 있다 특허정보의 단점으로는 시의성 과학. ,

적 성과의 반영 부족 특허 출원 성향의 차이 특허 가치의 다양성 등이, ,

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청이 특허 등록 처리 기간을 단.

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학술논문들 타기술정보 보다 오히려( )

시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영역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점,

차 불투명해지고 있고 다량의 자료를 다룸으로써 출원 성향 차이와 특허,

가치의 다양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특허정,

보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허맵(3) (Patent Map)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사항과 기술적 사항의 분석항목을 정리 가공하여· ,

특허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을 이용한 정보가공을 통

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조합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한눈,

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표현한 것이 PM6)이라 할 수 있다.

을 활용한다면 연구개발의 테마선정 연구개발방향설정 기술판매 및PM , , ,

매입 실시권허여 및 크로스라이센스 기술의 추이 및 미래예측 주요기, , ,

6) 은 특허지도 라고 직역할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 년대 말부터PM(Patent Map) " " , 1960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이라는1980 PM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들이 잘 모르는 곳을 가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지도이듯 은 연구기술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Patent Map「 」

가르쳐 주는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외의 국가에서는.

특허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라는 용어를 광범위Patent Analysis( ), Patent Portfolio( )

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술 및 특허확인 타사의 연구개발조직운영 파악 등과 같은 자료를 특허정,

보를 통해서 정확하고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게 된다, , .

의 효과로는 다음에 기술한 내용을 들 수 있다PM .

당사 현재 기술수준 확인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 )●

타사 기술동향 및 문제특허 파악으로 효과적 특허망 선행구축.●

전략 유효특허 발굴 및 활용 특허망 형성· ( , Cross-License)●

경쟁회사의 기술상품 변환예측●

독자제품 개발촉진 및 유효특허 확보기반 구축●

시장상황 상품변혁과 흐름을 인지하여 신규사업 선택기초자료로 활용,●

공백기술분야를 인지하여 특허전략수립.●

개발장애 요인의 사전발굴 문제특허 애로사항( , )●

특허전략적 연구개발 활동 추진●

활동과 특허활동의 일체화R&D●

자체기술확보 선진기술의 정확한 해석 필요( )● ※

기술도입 및 기술판매시 교섭자료●

특허분쟁해결자료로서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등에 있어서, ,●

의 증거활용 분쟁예방 및 대응책,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정형화하고 도표한 특허맵의 한 예는 그림 에 설명8

되고 있는데 국가별 치중하고 있는 세부기술을 비교하거나 년도별 출원현,

황을 차원으로 표현하면 쉽게 기술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



나노기술관련 특허정보분석5.

특허정보를 통해 현재의 나노기술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새로,

운 연구방향의 설정 및 개척도 가능하며 공백기술의 인지하여 특허전략,

을 수립하게 되며 나아가 특허분쟁시 해결책이나 대응방안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차세대 성장산업중의 하나인 나노기.

술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을 작PM

성하게 되었다.

나노기술 특허출원추이(1)

국내의 특허출원건수를 살펴보면 로 인해서 년에 출원건수가 감, IMF 1998

소하였지만 년과 년에 정보산업 바이오 나노기술등의 신산업, 1996 1999 , ,

의 등장으로 인해서 출원건수가 한단계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자료, 7)에서

는 년부터 나노기술이 시작하여 현재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임1997

7) 미국 자료NASA Ames Research Center (www.ipt.arc.nasa.gov)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원건수의 추이. 8)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의 지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지식재산주요통계4. 9)

단위 건( : )

8) 최근 특허청이 한국개발연구원 이 작성한 지식재산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KDI) "

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특허출원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향후 년" , 1% 3 5∼

간 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0.11% .

르면 년 말 기준으로 특허출원이 건 증가할 경우 내년부터 년까지 년2001 1000 2006 3

간 억원의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4460 ,

경우 년도 특허출원은 만 건으로 전년 만 건 대비 증가 향후2001 10 4840 10 2103 2.68% ,

년간 조 억여원의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특허출원 등 구체적5 1 1952 .

인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재권 정책 수립에 지표로

써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9) 특허청자료, 2003.9.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특 허 78,499 92,734 75,188 80,760 102,103 104,840 106,516

실용신안 59,866 45,809 28,896 30,719 37,254 40,928 39,302

합 계 138,365 138,543 104,084 111,479 139,357 145,768 145,818



따라서 분석대상은 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건수가 포함되도록 하1996

였으며 각 나라 특허청 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와, DB . KIPASS Delphion

를 대상으로 하고 키워드검색위주로 나Internet Site(www.delphion.com)

노기술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검토분석하였다.․

가 국내.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나노기술관련 특허는 총 건으로 년에 들어서615 1999

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년 들어서는 전년대비 로 급증하였다 참2000 230% .

고로 년과 년에 건수가 미약한 것은 출원후 공개되지 않은 건2002 2003 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출원건수가 감소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



총 출원건수 중에서 내국인이 건 외국인이 건으로 파악되었다401 , 214 .

연도별로 내국인의 출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인의 출원은

매년 비슷한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국내에서는 다양한 나노기술 중에서 특히 탄소나노튜브 관련한 출원,

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고 외국은 특정기술에 치우치지 않고 분야별로 고,

르게 출원하면서 아직까지 한국기업에 대한 경계가 느슨하여 관망의 자세

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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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별 특허출원동향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 ,

미국은 매년 건 이상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기10 .

술을 살펴보면 미국은 회사에 따라 연구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

며 복합재료 탄소나노튜브 나노다공성실리카 나노섬유 나노디바이스, , , ,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로레알 는 화장품관. ( )

련된 나노분말입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탄소나노․
튜브 반도체 나노결정 나노컴포지트 자석등에 관한 것이 출원되었음을, ,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초연구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위에 있고 나노소

자와 같은 응용분야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출원건수 면에서 다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탄소나노튜브에만 집중적으로 출원되고 있,



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나 인적자원면에서 매우 부족하며 나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출원인별 분석①

주요 출원인별 출원건수에서는 삼성 전자 일진나노텍 삼성전자SDI, LG , ,

순으로 다출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탄소나노튜브 합성 및 응용에 대한,

연구이고 나머지는 나노복합재료에 관한 것으로 한국화학연구원 및, KIST

금호석유화학이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 분석IPC②

나노기술 관련한 국제특허분류 는 년에서야 로 추가 제정되(IPC) 2001 B82

었지만 그 전에는 명확하지 않았고 다양한 학문분야와 산업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IPC .

점을 활용하여 별로 출원건수를 분석해보면 세부기술을 파악할 수 있IPC

는데 순으로 랭킹이 이루어짐을 알, H01, C01, B82, C08, A61, B01, C09

수 있다.

출원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관련된 무기나노구조디바이스 탄소유, ,

기나노구조체 고분자나노구조재료 다공성고비표면적나노구조체 바이오, , ,․
관련나노구조체 나노구조기반기술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주로 탄소나노, ,

튜브관련 합성 및 소자응용기술 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H01, C01) ,

바이오관련 및 나노복합재료분야 의 출원이 급증하면서 기술이 다변(C08)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개발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 소재는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장치의 전자방출원(electron

백색광원emitter),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 , FED(field

리튬이온 차전지전극 수소저장 연료전지 나노 와emission display), 2 , ,

이어 나노 캡슐 나노 핀셋 단전자 소자 가스센서 의공, , , AFM/STM tip, , , ․
학용 미세 부품 고기능 복합체 등에서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탄소나노튜브를 차전지전극 및 연료 전지에 응용하여.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소흡착합금 대신에 사용하면 지금의 차전지에 비2

해서 무게를 월등히 줄일 수 있고 충전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서 자동

차 배터리 충전용 건전지 노트북 컴퓨터 등의 소형 이동용 전자제품에, ,

까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폭넓은 연구개발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특허권의 선점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나노분말 입자에 관한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 분야는 광촉매 관련한 나노분말제조나 화장품용 나노.

입자에 관한 것들인데 프랑스의 로레알은 년에 이미 시장진입하여, 1997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태평양화학 주 은 년에 들어서야 나노분말에( ) 2001

대한 기술진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국외.

일본이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건수는 아주 미미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기,

술동향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나노기술관

련 특허를 조사해 보았다 년도부터 년도 상반기 공개된 것 까지. 1992 2000 ( )

출원된 것을 분석하였고 특히 일본은 나노전자소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출원건만을 조사하였음을 밝혀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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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의 박사가 탄소나노튜브를 발견한 후로 지속적인 연1991 NEC Iijima

구가 있어 왔으며 년도 들면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의 성숙기를 보, 1998

여줄 정도로 출원건수면에서나 내용적인면에서 충실함을 알 수 있었다.

탄소나노튜브를 중심으로 한 나노디바이스 및 에미터가 주를 이루고 있었

으며 주요출원인은 였고 특이한 것은 우, NEC CORP, AIST, FUTABA CORP ,

리나라의 일진나노텍과 이철진 교수가 번째와 번째로 다출원하고 있는4 6

점이며 모두 년에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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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출원인별로 방사선 특허맵을 그려본 것인데 이것은 출원인별16 ,

로 기술분야의 분포를 알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이다 경우는 국제특허분류 중에서 화학분야 합성. NEC (IPC) C( , )



기술쪽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고 경우는 전기전자 응용, FUTABA H( , )

에 치우쳐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여기서 탄소나노튜브라는 소재를.

이용한 나노기술이 일본에서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기술전반에 걸쳐 활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세밀한 정성분석을 통한 공백기술을 찾아내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나노기술의 모든 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수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다학제간의 학,

문이라는 특징 때문에 단순한 키워드검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

서 주요기술별로 더욱 한정하여 추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했으며 이에 자,

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를 참조하길 바란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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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출원연도에 따라 기술분류 를 상대적인 비율로 살펴본 것17 IPC( )

이다 여기서 는 화장품 와 는 화학 는 장치 는 전기전자에 해당. A , B C , G , H

한다고 보면 나노기술 전분야에 대해서 고르게 연구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전자분야가 대부분이었으나 차. 1991 ,

츰 화장품관련 나노분말분야도 성장하였고 장치관련 기술도 일정비율 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나노복합재료를 중심으로(2) -

미국10)과 일본11)의 특허출원을 분석해보면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

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앞서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기술을.

보면 탄소나노튜브 나노복합재료 나노분말 관련된 소재분야가 대부분이, ,

고 나머지 분야는 매우 취약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나노복합재료 또는 나노복(

합체 에 관한 기술동향을 특허명세서를 바탕으로 기술의, Nanocomposite)

권리범위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력 주요핵심기술 기술의 파생가, , , ,

능성 활용범위등을 살펴보았다, .

가 한국.

한국특허청의 특실검색시스템에 자까지 공개된 자료가 탑재된2002.10.09

10)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미특허분석을 통해 본 나노기술의 경쟁력 분석(STEPI), “ ”,

이광호 배용호, 2003.
11) 일본특허청총무부기술조사과 발행보고서 나노테크놀로지 응용 탄소나노튜브 광, “ ( ,

반도체 주사형프로브현미경 관련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 ) “, 2002.



국내특실 를 선택하였고 검색어로는 나노복합 여기서 는DB , “ *”( *

입니다 를 사용하여 검색된 건수는 건이었다 이것을 특허정보wildcard ) 78 .

분석시스템 로 정량적인 자료 분석함에 우선하여 출원인을 통일된(PIAS) /PM

대표명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때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 개이상의 출원인, 2

인 경우는 기업명으로 대표명화 하였고 이는 특허등록후에 기업체로 권리

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검색된 건중에. 78

서 건은 아직 미공개된 건으로 국제특허분류 가 미부여되었기 때문30 (IPC)

에 세부기술의 통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시계열분석①

자료의 시간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분석으로 시간과 출원건수를 축으로

표현하는데 연도별 출원건수 또는 출원인별 출원건수추이를 살펴보았다, .



그림 을 보면 나노의 개념이 국내에 알려지기 전인 년도 초에 폴18 , 1990

리아미드계 나노복합막 에 관한 출원이 있었고 년도에 들어(membrane) 1999

서서야 특정고분자수지에 나노클레이등을 혼합하는 고분자나노복합체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 다출원인으로는. 5

금호석유화학 이스트맨코닥 한국화학연구원 코오롱 한국과학기술원순, , , ,

이며 그밖의 특징적인 외국기업으로는 네덜란드가 있으나 총 출원건수가,

건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기업인 이스트맨코닥은 년도에 나노복합체3 . 2001

광학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기술만을 총 건을 출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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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 출원건수 건을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내국인이 건 외국인78 , 54 ,



이 건으로 내국인의 비율이 정도로 많다 년 이전까지는 외국인24 70% . 1999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국내에 나노기술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시,

점에서는 내국인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술내용은 외국에서 상업

화가 시작되어 새로운 소재로 인정받게된 분산 고분자 나노복합체에Clay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점유율분석②

출원인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출원인들의 점유율분석도표를 그

려보면 금호석유화학와 이스트맨 코닥이 각각 와 이고 한국화학연구, 9% 8%

원과 코오롱이 모두 씩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삼성종합화6% . ,

학 엘지화학까지의 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전체출원인의 에 해당한다, 44% .

고분자수지 가공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고분자나노/

복합체 제조기술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국제특허분류 를 기준으로 하여서 기술분석점유율를 분석해보(IPC)

면 고분자관련 분류가 를 차지하고 세라믹관련 분류가 를 차, C08 61% C04 8%

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나노복합체에 사용되는 재료가 고분자와 세라믹.

종류에 한정되어 있고 세라믹복합체에 관한 출원건수는 상대적으로 매2 ,

우 미약하다 하지만 출원된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섬유. , Al2O3/SiC,

강화 질화규소질 나노복합체에 관한 것으로 세라믹 원료분말의 특성이 미

세조직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제조공정을 이용하고 미세조직과,

물성간의 상관관계 및 제조공정 소결 이 미세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

미치는 가까지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출원건수가 작다고 해서 중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술의 권리분석③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국내에 출원된 명세서를 살펴보면 주로 층간,

나노물질인 를 이용한 복합체제조에 관한 것이였다 국내기업의 출원Clay .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몇가지 구성요소를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의,

기술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된

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를 참조하길 바란다. 4 .

나 미국.

미국특허청에 최근 까지 출원등록 및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인터넷2002.11.5

델피온사이트 에서 검색하였다 출원명세서의(www.delphion.com) . Title, Abstract

또는 에서 를 포함하는 것들은 총 건이 추출되Claims Field “nanocomposite” 206

었다.

시계열 분석①

의 미국내 출원경향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년도부터Nanocomposite , 1995

증가하기 시작하여 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년에는 전1998 , 1999

년대비 배 이상의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다 년도에 들어서는 매우2 . 2000

활발하게 기술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도 가미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여기서 년도 건으로 전년. 2002 17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년도 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이2002 11

고 감소추세로 바뀐 것은 아니다.



각 나라별 출원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우선권주장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건으로 압도적으로 다수였으며 일본이 건 독일이 건순이였고 한274 , 23 , 7

국은 건에 불과했다 이 기술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국임을 간접적으로2 .

입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초분야보다는 응용분야쪽으로 특성화하여 필,

요한 기술만을 미국에 출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원인별 출원동향은 그림 에 보여지고 있는데 상위 개 출원인으로23 , 5

는 건 건Amcol International Corp(20 )., Xerox Corp.(10 ), Eastman Kodak

건 건Co.(7 ), Eastman Chemical Co.(5 ), Institut fur Neue Materialien

건 로 나타났다 이것을 출원연도별로 주요 개사를 살펴보면gem. GmbH(5 ) . 3

그림 에 보여지듯이 은 관련 기술에3-10 Amcol polymer/clay nanocomposite

관한 출원을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고 는, Xerox mica-type nanocomposite

기술과 기술을 특정하여 개발하ferrofluids suspension of nanocomposite



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은 년도에. Eastman Kodak 2000

광학특성을 가지는 기술만 건을 출원한 상태이다polymer nanocomposite 7 .

별 기술분석IPC②

에 관한 기술분야를 국제특허분류 기준으로 도표화하Nanocomposite (IPC)

면 고분자소재와 관련된 분야가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C08 41%

다음으로 적층체 기술인 분류가 자성관련 분야가 이다 이B32 13%, H01 8% .

외에 다른 기술분류는 가 있는데 세라B05, B01, G01, C04, A61, C01, B29

믹복합체 촉매 또는 바이오재료 응용분야쪽으로도 탐색연구가 진행중임, ,

을 알 수 있다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특허청발간 국제특허. IPC “

분류표 제 판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6 )” .



분야는 으로 더 세부적으로 구분C08 C08K, C08J, C08L, C08F, C08G, C08C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무기물의 배합성분이 특징인 가 가장 많으며, C08K

이 분야는 생산업체인 가 주도적으로 출원Clay Amcol Internaional Corp.

하고 있으며 고분자합성에 관련된 와 분류는 개인발명자 중심으C08F C08G

로 건 내외로 출원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고분자수지에 나노크기의 무10 .

기물을 기계적인 혼합으로 물성을 강화하는 기술은 크게 진척되고 있지

만 화학반응을 통한 나노재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연구초기에 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는 구조에 특징이 있는 적층체에 관한B32B

것으로 polymer/clay nanocomposite, Fuser member of electrostatographic

printing,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Oxygen barrier laminate of

liquid packing, thermoplastic film structure, Diamond-like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다nanocomposite coating . 다른 응용분야

로 분류는 자성매체관련 재료에 관한 기술인데 이는 주로H01F , Sumitomo

등의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Special Metals Co. .

기술의 권리분석③

주요핵심기술 중에서도 가 가장 많이 연구되Polymer/Clay Nanocomposite

고 이를 제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특허화되고 있다 기업체로서는. Amcol

에서 주도적이지만 그 밖의 와Internaional Corp. , Claytec Inc. Allied

등에서도 각각의 특징을 가진 제품개발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Signal Inc.

고 판단된다 또 는 자신들의 기술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Southern Clay

확보하고 그 특허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 경쟁시장에서 타사의

영업활동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특허

장벽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기업들도 현재로써는 나노복합체

제조에 사용되는 층간 나노물질 예를 들면 에 대한 대비책은( , organo clay)

없다고 본다 적극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선두업체나 경쟁업체의 특허청.

구범위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특허맵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들의 연구개발추이를 파악하기만 해도 후발주자로서는 기술

의 완성도 파생가능성 및 활용범위까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

소결(3)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비교한 것에 의하면 나노기술에 관한 출원이 증,․
가하는 시작년도는 각각 다르지만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 국.

내에 출원된 건수를 보면 년까지는 출원이 미미하였으나 년 이후1998 , 1999

에는 연평균 의 급격한 상승세에 있다 이는 나노기술이 미래의 산업을71.5% .

좌우하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나노기술분야의 전체적인 기술흐름은 점차 응용분야개척으로 다양화되,

고 실용화되고 있는데 이미 탄소나노튜브 관련 기술은 반도체 소자 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복합재료가 자동차 소재 및 포장,

용으로 선택되면서 신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

아직까지 물성의 선택적 발현이나 첨가제로써의 균일한 혼합문제에 있어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탄소나노튜브 등과 같은 나노소재쪽에 치우친 편이나 선진,

국들은 나노기술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하여 기초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응용연구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에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나노전자분.

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투자하는 경향이 특허출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국내의 나노기술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 초기단계이며 특히 세부기술,①

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크다.

전체 출원중 내국인 출원비중은 로서 외국인 출원 이 내국인 출65% , (35%)

원에 비해 저조하나 년부터는 외국인 출원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2001

데 이는 아직까지 국내 나노기술 응용분야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것 등,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출원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외국인 출원은 탄소나노튜브 나노섬유, , ,

나노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국인 출원은 년까지는 탄소나노, '00

튜브 위주 년부터는 탄소나노튜브 외에 나노복합재료 나노분말 등, '01 ,

다양한 응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내국인 특허출원이 탄소,

나노튜브 소재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할 실정이다.

나노소재에 관한 특허는 많으나 나노바이오 보건은 취약한데 이는 연, ,

구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상업화와 제품화 기간이 빠른 소재분야에 치중

한 결과이고 삼성전자와 전자 등 대기업이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나노, LG

전자소자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대거 출원해 소재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나마 가장 먼저 실용화된 나노 화.

장품에 관련된 나노분말입자 분야는 프랑스의 로레알과 국내의 태평양화․



학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었다.

나노기술은 다학제간의 학문이고 협력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기초②

적인 연구와 응용분야를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나노기술은 화학 물리 전기전자 재료 생명공학 금속 기계 등의 다, , , , , ,

양한 학문에 걸쳐서 응용되는 다학제간의 학문이다 특히 나노복합재료분.

야는 기초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복합체에 혼합하여 사용되,

는 실리케이트의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이다 즉 원료물질이 외국에 수입.

하므로 상업화의 진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소재선택을,

통한 기초연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제간의 연구나 정부

의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에 출원되고 있는 이 분야의 미국특허는 자동차부품소재 자성매체,

재료 촉매나 바이오 전자부품 소형화 관련한 나노구조물질에 대한 것들, ,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복합물질이 주로 기계적,

강도 등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연구되었으나 점차 복합체,

에서 전기 전자 및 자기적 특성과 광학적 특성의 기능성을 개발하는 방향

으로 연구의 중심이 전이되고 있어서 응용분야 다양화가 요구된다 즉 소.

재는 전체 나노기술분야 중 일부분에 속하지만 국내 반도체산업이나 자,

동차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연구기

관 기업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공동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

권리보호측면에서 내국인의 나노발명은 많아도 나노특허는 없다.③



외국기업체들의 국내출원건수가 적지만 주요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가 이,

미 기 출원되어 있어서 명확한 권리범위해석을 통해 침해여부판단이 필요

한 시점이다 탄소나노튜브 경우에는 일진나노텍이나 삼성전자 등이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특허권으로서의 보호장막을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분야는 미약한 실정이다 즉 선진국들의 특허청구범위, .

에 벗어나 특허분쟁에 따른 대안을 준비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국내의 나노복합재료에 대한 수준은 외국에 비하

여 아주 미약하고 핵심기술회피전략을 통한 공백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이 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기초적인 나노물질의 합성이나 정제방법 이를,

이용한 유기화 반응과 같은 단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다만 복합체제조

와 평가기술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통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응용단계에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미 상품화된 것도

있었다.

또 미국의 은 층간실리케이트를 이용한 고분Amcol International Corp.

자 나노복합체에서는 원천특허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층간물질의 상태변화

를 통해 다양한 수지에 적용하여 기능성을 가진 상품화까지 개발되어 권

리로 보호받고 있어서 향후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

구범위 권리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Amcol

이 일본의 나 미국의 과 같은 업체들과 협력Toyota Eastman Chemical Co.

하는 시스템을 본받아서 국내업체끼리도 상호정보교환에 힘써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나노기술분야에서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미래의 산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나노기술분야에서 제품화할 때 특

허침해에 대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분야의 많은 부분은 기초연구 단계에 있다고. NT

생각되지만 일본 전문가들이 나노테크놀러지의 기본특허가 이미 주목받,

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 의약분야 등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미 특허분쟁이 일어났으,

며 에서도 조만간 특허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NT

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개발 열기가 매우 높고 특허 출원건수가 상대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성숙도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턱없,

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나노특허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특.

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야의 특허전략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NT

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 장 결 론3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나노기술이 기술지식 집약적인 고부

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나노기술 분야에 정부주도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뒤질세라 우리 정부도 세계,

대 나노기술대국을 목표로 올해부터 년간 조 억원을 투자한다고 발5 10 1 5000

표한 바 있으며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도 제정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 .

힘입어 조만간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나노기술 성과물들이 탄생할 것이다.

향후 나노기술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재료 환경 등과 융합되어 모든, , ,

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도체,

의 집적도나 속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하리

라 본다 또한. 생명공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에 인체적용이 불가능하

다고 생각되었던 미세영역의 적용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
하고 분, 자단위에서 설계된 고기능성고성능고효율 나노소재기술이 개발되․ ․
어 소재산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밝은 전망의 미래기술을 어렵게 개발하고 나서 특허로 보호해 놓

지 않으면 그 기술을 도용당해 막대한 투자금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

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 즉 연구개발한 나노기술의 권리 선점을 위한 안. ,

전장치로 특허출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 타기술문헌정보에 비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특허정보를 분석함으로서 보다 확실한 기술테마를

발굴하고 산업이용척도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연구방향모색이나 투자효,

율성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기술분야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중요성1.

선진국들의 연구개발체계나 전략을 살펴보면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응용,

분야를 차츰 넓혀가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판단기준으로 특허정보를 많,

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나노기술은 다학제간 학문이므로 상호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이 최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의 공유와 인적자원 개발이 더욱 더 중요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핵,

심기술에 대한 전력투구를 위해서는 특허선점으로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보호막을 설정하고 이를 지식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

서 각 국가별 특성과 주요핵심기술을 비교분석하여 가공한 정형화된 그림

이나 도표를 관련연구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수행.

된 특허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분석은 일부 제한적인 기술분야에 국한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적인 나노기술분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소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제시된 분석결과들은 그동안 취약한 국내나노기술에 새로운 국외정보

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고 연구개발의 중,

요함과 함께 지적재산권으로써의 권리보호측면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짐으

로써 주요핵심기술의 발굴이나 특허침해로부터 해결방안도 함께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유도□

□ 연구결과및정보를공유함으로인해중복투자방지및개발실패에따른위험부담감소

국내 나노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제시□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기술개발과정에 권리화 창출활용 기반 제공□ ․
산학연관에 특허정보 활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 ․

우리의 대응방안2.

국내외 기술동향 현황과 특허맵 분석을 통한 나노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본

결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년 내에 경쟁력10‾15□

을 갖출 수 있는 나노소자시스템 및 소재분야의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
바이오보건 산업의 시장 성장률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의약 약물,□ ․
전달 등 나노 기술이 응용되는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우리 차원의 핵심기술 개발 필요

□ 향후 실용화 가능성이 큰 나노소자소재분야의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의 바탕이 되는 나노핵심기반과 공정기술 개발이 필요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연구, ,□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신규시장 개척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3.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나노기술분야의 기술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 .



첫째 부처간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조정과 협력강화가 요구된다 나노기술종, .

합발전계획을 통해서 정부주도하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초연구 없이는, .

응용분야 개척이 힘든 상황이므로 특허를 통한 원천기술확보 및 산학연간

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반에 걸쳐서, .

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나노소자 쪽으로 집중하고 있듯이 한국도

실정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계획4.

각국의 특허청들도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기술보호와

연구개발 방향설정을 위해서 특허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나노구조재료에 대한 기술동향조사. ‘ (2001)’,

일본 나노테크놀로지의 주요 개 분야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 3 (2002)', '

나노구조탄소재료 특허맵 작성 와 같이 재료분야에 대한 기술동향(2002 )’

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은 학,

회 또는 특허청 주관 심포지움을 통해서 심사관들과 기업체 연구자와의 만

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의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는 아직 국내에 나노기술 관련한 특허출원건수가 건에615

불과하여 분석결과의 활용은 아직 미비하지만 년에는 일본특허청 자, 2004



료에 견줄 수 있는 특허분석자료를 작성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거의 모든 연구과제들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인터

넷상에서 공개되어 일반인들도 활용가능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

여 투자방향 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술적 성과와 직R&D

결되는 특허정보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노기술연구회의 회원간 학습조직을 더욱 더 활성화하며 외부전문

가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정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

해 심사관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제 나노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

로 개발해야 할 기술이 되었다 나노기술의 개발 육성 보급을 위해 산업.

체 학교 연구소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국이 세계 나노, , , .

기술 강국에 하루 빨리 등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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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나노기술 연구회- -

연구회 개요1.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지식관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고 최신정보를 습득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여 심사관의 자질향,

상과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심사관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연구회를 결성,

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 해.

서 나노기술의 중요성 및 특허정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관 정부부처의,

기술정책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설명2. (www.freechal.com/nano)

월부터 인터넷상의 정보공유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현재까지2000.2 , 1200

명에 달하는 회원이 등록한 상태이고 특허정보 신문기사 및 기술문헌자,

료 등을 게시하고 있다 또 자유토론방 운영을 통한 회원간의 대화참여를.

유도하고 관련세미나일정도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해주기도 한

다 특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전문가의 의견을 알 수.

있는 메뉴도 개설되어 상호 정보교환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활동범위3.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특허정보 청내회원 및 기술정보 청외회원 및 전문가- ( ) ( )

특허정보검색방법 나노기술관련 추천사이트 특허청 시책제공- , ,

나노기술관련 신문기사 및 문헌단신-

산학연관 긴밀협조체제□

나노관련 학회 세미나 등의 참여 및 권리화 지원- ,

산자부 과기부의 나노기술개발사업 참여 평가위원 또는 심의위원- , :

정기모임 월 회 및 청내외 세미나 개최( 1 )□

청내외 회원간 정보교류 학습조직 및 연구회 운영회의- ( )

연 회 이상 청내외 신기술세미나 개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