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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In this study, 3,301 domestic and foreign patents, established from 1980 to June, 2007, were reviewed in order to examine

the technological trends in treating or preventing liver disease. Primary focus was placed on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the leading nations with regard to liver function research. This paper explores the systematic search

that utilized a research-focused database and research analysts. Since the year 2000, Korea has demonstrated increased

developments in the area of diet and liver disease, as shown by an increase in relevant patent caseloads and submissions

especially for medicinal preparations containing compounds or reaction products with undetermined constitutions. In

addition, there was up to a 29% increase in themarket share and the frequency of patent submissionshad increased. Japan

has shown a similar trend to Korea with an increase in research, but has focused more on medical preparations containing

active organic ingredients. In the United Stat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s was shown after the ye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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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간은 생체 내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화

학물질과 음식물에 대하여 각종 소화 및 해독 효소를 생산

하여 일차적인 대사를 담당하며, 생명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Plaa 1991). 간질환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발병하면 만성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가 힘든 질병이다. 2006년 사망원인 통계조사결과에 따

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의 1위는 암이며,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 순이다(통계청 2007). 세대

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간질환과 간암은 40~50대의 주

요 사망원인 중 약 70%를 차지하며, 40대 남자의 간질환

사망률이 여자보다 7.9배 높다. 만성간질환(Yoon 등 2001)

은 만성간염과 간경변(Wallacc 1974)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성간염(chronic hepatitis)은 6개월 이상 간세포 괴사 및

염증이 지속되는 간염이다(Lin 등 1996). 간경변증(liver

cirrhosis)은 만성간질환의 종말 상으로 간세포의 파괴와 재

생, 결합조직이 증가된 상태이며(Anthony 등 1987), 임상

적으로는 간세포의 기능부전 및 간 문맥압의 증가 등이 나

타난다(Ahn 등 2006). 간경변의 원인은 알코올, 간염바이

러스(안 등 1983), 담도 질환, 약물, 대사질환 등이 있다

(Sherlock & Dooley 1997). 간경변은 간의 섬유화(fibrosis)

현상(이 등 1996)으로 면역체계(immune network)를 이루

고 있는 사이토카인(cytokine)의 불균형으로 인한 콜라겐

(collagen)의 과도한 분비가 주요 원인이다 (정 & 이 1992).

간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발병 초기의 임상 증상 없이

만성화될 수 있는 질환이다(김 등 1994). 따라서 주원인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의 방지와 이차적인 면역 손상의 가능성

예방이 중요하다(Goa & Brogden 1987). 빈번한 음주로 인

한 알코올성 간질환은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40대 이후 남

성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화 등

으로 만성화되기 쉬운 질병(Garcia & Centry 1989)이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에의 노출이 증가하고, 사

회구조 또한 복잡해짐으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및 약물(McEvoy 1998)로 인해 간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저하된 간 기능을 회복하고(Weissberg 등

1984; Kang 등 2001), 간의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

료제(Choi 등 1995), 건강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치료(Par

등 1977), 예방적 시도(Bassendine 등 1981)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간 기능 관련기술로 특허 출원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주요국가 특허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하여 간 기능 향상 또는 보호 기술 분야의 전반적인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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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Lee 등 2007),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특허 조사

특허조사는 주요 3개국 한국, 미국, 일본의 IPC(국제특허

분류)<Table 1> 기술군에서 간 기능 개선 분야를 대상으로

1980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1일까지의 특허를 조사

하였다. 특허 검색은<Table 2>와 같이 키워드를 선정하여

검색조합식으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WIPS,

KIPRIS, KISTI 및 각국 특허청 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였

으며, 간 기능 개선이나 예방을 위한 의약품, 치료제에 관

한 식품 관련 특허 총 3,301건을 선별하여 특허 분석에 사

용하였다<Table 3>.

2. 분석내용 및 방법

분석 내용은 특허 동향 분석과 기술별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동향 분석은 연도별 특허출원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기술별, 출원주체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출원주체는 공공

기관(정부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업,

대학(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기타(민간비영리기관 및 개

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기술별 요인 분석은 세부 기술

<Table 1>을 중심으로 동향 분석과 연계하여 진입 시기 및

기간, 기술 요인별 분석을 빈도분석과 점유율분석으로 분류

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한국식품연구원

에서 개발하여 소장하고 있는 정보 분석프로그램(IAMS;

Information Analysis Maping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

및 도식화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한국 특허 동향 분석

1) 특허 동향 분석

연도별로 출원건수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Figur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최초 출원 이후에는 관련출원이

미비하였으나(2~4건), 2000년을 전후하여 출원건수가 20~

55건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 그 건수가 줄어

드는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Figure 2>의 신규출원인수도 출원건수와 유사하게 1990

년에는 신규출원인수가 미비하다가 2000년 전후하여 증가

하였으며, 특히 2002년에 50여명으로 최다 신규출원인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2000년대 들

<Table 1> The technological contents of IPC (MainGroup)

IPC Human Necessities · Chemistry; Metallurgy 
A23L-001 Foods or foodstuffs; Their preparation or treatment
A61K-031 Medicinal preparations containing organic active ingredients 
A61K-035 Medicinal preparations containing material or reaction products thereof with undetermined constitution 

A61K-036 Medicinal preparations of undetermined constitution containing material from algae, lichens, fungi or plants, or 
derivatives thereof, e.g.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A61K-038 Medicinal preparations containing peptides 
A61K-047 Medicinal preparations characterised by the non-active ingredients used, e.g. carriers, inert additives
A61P-001 Drugs for disorders of the alimentary tract or the digestive system
C07K-014 Peptides having more than 20 amino acids; Gastrins; Somatostatins; Melanotropins; Derivatives thereof

C12N-005 Undifferentiated human, animal or plant cells, e.g. cell lines; Tissues; Cultivation or maintenance thereof; Culture 
media therefor 

C12N-015 Mutation or genetic engineering; DNA or RNA concerning genetic engineering, vectors, e.g. plasmids, or their 
isolation, preparation or purification; Use of hosts therefor

<Table 2> The category of patent technologic searching

Nation The keyword
Korea (liver* or hepa*)

USA·Japan (liver* or hepa*) and (function* or injury* or toxic* or protect* or treat* or improve* or recover*)

<Table 3> The number of patent searching each nation

Nation 
The number of
patents patents 

analysis
Sources of Database 

Korea 251 KIPRIS (www.kipris.or.kr)
KISTI (www.kisti.re.kr) 
WIPS (www.search.wips.co.kr)
KIPRIS (www.kipris.or.kr)
KISTI (www.kisti.re.kr) 
WIPS (www.search.wips.co.kr)
KIPRIS (www.kipris.or.kr)
KISTI (www.kisti.re.kr) 
WIPS (www.search.wips.co.kr)

USA 1995 

Japan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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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간 기능 관련 기술의 발전을 추

측할 수 있다.

2) 기술별 요인 분석

(1) 기술 점유율 분석

IPC에 의한 간 기능 분야 상세 기술을 분석한 <Figure

3>를 보면 상위 5개 기술그룹이 76%(190건)의 높은 점유율

을 나타냈다. 상위 5개 그룹의 기술 내용을 보면 A61K-

035가 29%(73건)로 가장 많은 점유율 보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는 버섯이나 산삼 등의 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로 약

학 조성물 제조 기술로서 이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의료품 제제 분야

인 A61K-031이 19%(47건), A61K-038이 13%(32건) 순

으로 나타났다. 식품분야인 A23L-001이 10%(25건)로 분

석되었고, 기타 A61K-036이 5%(13건), 나머지 기술분야

는 모두 2~3건 이하로 나타났다.

(2) 국내·외 출원인 비율 분석

출원인 비율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의 해외출원인 출원비

율이 34%(60건)로 외국기업체의 간 기능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90년대에는 해외특허의

국내 출원 점유율이 50%를 상회했으나, 최근 국내 특허출

원이 늘어 66%(191건)까지 국내출원인의 점유율이 높아지

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3) 기술별 진입 시기 및 기간 분석

기술별 신규 진입 시기 및 기간을 나타내주는 분석으로 출

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개발시기 또는 시장진입시기의

예상이 가능하다. 상위 10개 기술에 대한 신규진입시기를

보면 대부분 90년대 중반 이후에 특허출원을 시작하였다

<Figure 4>. A61K-038 기술은 1994년도에 최초 출원을

시작하였고, 비슷한 기술 분야인 A61K-031, A61K-035,

A61K-047도 90년대 중반에 출원되었다. 식품과 관련된 기

술인 A23L-001과 A23L-002는 1999년도에 관련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간장 또는 담낭 질환용 의약

품 제제 기술인 A61P-001 기술은 2002년도에 진입하고 있

어 상대적으로 늦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61K-047의

경우 진입 시기는 빠르나 그 이후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

았다. 신규 진입 시기가 1995년으로 빠른 이유는 해외 기업

(이탈리아)에 의해 국내 출원이 되었기 때문이며, 국내 발명

자에 의한 연구는 2000년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

관련 기술인 A23L-001과 A23L-002는 1999년 이후에 지

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A61K-031, A61K-

Years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The number of cases 2 2 4 2 2 15 31 30 44 54 44 21

<Figure 1> The number of domestic patents per year 

<Figure 2> The number of domestic applicants per year

<Figure 3> The share of IPC (Ma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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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A61K-038 관련 기술이 2000년대 집중 연구 분야로

추측할 수 있다.

(4) 출원인별 점유율 분석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인 상위 10위권의 점유율을 살

펴본 결과, <Figure 5>와 같이 전체의 19%(47건)로 나타났

다. 즉, 간 기능 관련 기술은 특정 출원인에 의해 연구되거

나 독점되지 않고 다양한 출원인에 의해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상위 10개 출원인에서 개인 발명가인 경우가 6명

이며, 개인 발명가 대부분은 (주)바이오원 소속이다. (주)바

이오원의 기술내용은 동충하초, 씀바귀 등과 같은 식물 추출

물을 이용한 간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

출원인수가 총 특허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특허 당 출원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까지 모두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동 출

원의 경우에는 연구소, 정부기관, 기업체간 공동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주)생명의나무는 나무 추

출물을 포함한 조성물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바

이오코리아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다닥냉이로부터 분리한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생성 억제 추출물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위 출원인 중 개인발명가를 제외한 13개 기관

의 진입 시기는 2000년 이후로 나타났다. 출원인·기술 상

관분석에서는 상위 출원인이 비중을 두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IPC 기술과의 상관관계 분석이다

<Figure 6>. 출원인마다 주력하는 기술이 다른데, 그 예로

바이오원과 대한민국정부기관은 A61K-035 기술 분야에 주

력하고 있다. 인터뮨과 Schering은 A61K-038 분야에만 특

허가 있으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A61K-031을 주요 분야

로 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gure 4> The time and period of IPC (MainGroup) penetration

<Figure 5> The share of applicants

<Figure 6> The related analysis of applicants and technology

Year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The number of cases 2 3 11 22 25 16 28 41 37 50 36 29 60 46 57

Year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The number of cases 48 46 62 52 44 47 50 35 25 37 36 46 33 25 6

<Figure 7> The number of patents in Japan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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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특허 동향 분석

1) 특허 동향 분석

연도별로 출원건수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Figure 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25~46건으로 감소 추세이다. 2003년

이후 자료는 시기적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 건수가 감소하였다.

2) 기술별 요인 분석

(1) 기술 점유율 분석

<Figure 8>를 보면 의료품 제제 분야인 A61K-031이

27%(284건), A61K-035가 11%(116건)로 높은 순위를 차

지하고 있다. 순서는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도 이 두 기술 분

야가 최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점유율이 높은

A61K-031분야에 대한 세부기술별 순위의 경우 A61K-

031/70 기술 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

고, A61K-035/78, A61P-001/16 순으로 나타났다.

(2) 기술별 진입 시기 및 진입 기간 분석

의약용, 화장용 제제 기술 분야인 A61K의 하위 분야기술

은 70년대 중반 이후에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다. 식품분야

인 A23L의 하위 분야기술은 80년대 전후하여, 화합물 또

는 의약품제제의 치료효과 기술 분야인 A61P 하위 분야기

술은 90년대에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다. <Figure 9>에서

보면,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분야인 A61K-

031은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를 출원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전후로 1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90년대 후반 들어 출원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다른

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3) 출원인 점유율 분석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인 상위 10위까지의 동향을 보

면, 출원인의 점유율은 전체에서 16%(168건)로 나타났다

<Figure 10>. 즉, 간 기능 관련 기술은 다양한 출원인에 의

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위 10위권

내에 기업체나 연구소는 4개 밖에 없으나 일본은 모두 기업

체나 연구소이고, 상위 20위권 내에도 개인발명가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기업체나 연구소가 간 기능 연구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수가 총 특허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특허 당 출원인수가 둘 이상인 경우까지 계산하

기 때문이다. 공동 출원인과 공동출원 기술 내용을 확인한

결과, Japan Found Cancer 연구소는 Tokyo Yatsuka 대학교

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

였다. MICROBIAL CHEM RES FOUND는 KANEGAFUCHI

CHEM IND Co Ltd와 지방간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EISAI Co는 베이징 의학 대학교와 C간염

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외 여러 기업

체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간 기능관련 기술을 처음으로

출원한 Green Cross Co는 1976년도에 최초 출원을 하였

다<Figure 11>. 이후 선도기업으로 80년대까지 연구를 하

였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관련 특허출원이 감소하였다. 상

위 출원인은 대부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지

속적인 기술개발을 하였으나, 2000년 전후하여 관련 출원

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이 다른 벤처기업이나 자회사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상위 출원인들은 대체로 A61K-031분야에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데, Green Cross Co는 A61K-037분야

의 출원 건이 많다. SUMITOMO PHARM과 SNOW BRAND

<Figure 8> The share of IPC (MainGroup)

<Figure 9> The time-series analysis of IPC (Ma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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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61K-038분야의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다<Figure

12>. 반면, 식품 관련 기술인 A23K-001분야 특허는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2000년 전후하여 이 분야

의 특허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출원인의 활발한

연구개발이 예상된다.

3. 미국 특허 동향 분석

1) 특허 동향 분석

출원 연도별로 출원건수의 동향을 보면, 1974년 출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특허출원이 증가하다가, 1995년도에는

60여건이 출원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증감 폭이 있으나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2003년에는 출원건수 최대인 306건

이 출원되었다. 2004년과 2005년 특허의 경우 미공개 및

등록되지 않은 특허들이 있어 건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데, 신규출원인수의 증가를 보아 특허 출원의 증가를 예상

할 수 있다<Figure 13>.

2) 기술별 요인 분석

(1) 기술 점유율 분석

IPC 분류에서 상위 10개에 대한 기술내용을 보면 의료품

제제 분야인 A61K-031이 39%(778건), A61K-038이

10%(199건)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한

국, 일본의 경우는 IPC A61과 A23은 상위를 차지하였으

나, 미국의 경우는 상위 10개 중 3개가 식품 관련 기술 대

신 C07과 C12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점유율이 높은

A61K-031분야에 대한 세부기술별 순위를 보면<Figure

14>, 탄수화물, 당류,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의약품 분야인

A61K-031/70의 기술 분야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한 아미노 그룹을 가지는 의약품 분야인 A61K-031/195가

48건, 축합하고 있지 않은 피리딘을 포함하는 의약품 제제

A61K-031/44가 47건으로 나타났다.

Applicants Green Cross Co TAKEDA
CHEM

OTSUKA 
PHARM EISAI POLA CHEM 

IND INC TSUMURA

The number of cases 42 21 20 19 15 15

Applicants SUMITOMO 
PHARM

SNOW
BRAND Ajinomoto TERUMO HISAMITSU 

PHARM 기타

The number of cases 14 14 14 13 13 1058
<Figure 10> The number of applicants published by the top ten overseas

<Figure 11> The time and period of applicants penetration

<Figure 12> The related analysis of applicants and IPC (Main-

Group)



200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3, No. 2 (2008)

(2) 기술별 진입기간 분석

A61K-031, A61K-035, A61K-039 등은 70년대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고, A61K-038, A61K-048, C07K-014,

C12N-005, C12N-015 기술은 90년대 들어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Figure 15>에서 보면 대부분 기술이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다만, A61K-009

는 1979년도 진입이후 90년대 들어서야 지속적인 출원이 나

타났다. A61K-037은 1995년도 이후에는 출원이 나오지 않

아 관련 연구의 중단을 예측할 수 있다.

(3) 출원인 점유율 분석

전체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인 상위 10개의 동향 분석 결과,

전체의 약 8%(159건)로 한국이 19%(47건), 일본이 16%(168

건)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Figure

16>에서 보면 MERCK가 1974년에 최초 출원을 하였다. 80

년대 전후해서는 독일회사인 Hoechst Aktiengesellschaft

와 미정부기관 등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비해

Genetech와 베링거 인겔하임은 90년대 이후에 간 기능 관

련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MERCK의 경우 1974년에 최초

진입하여 지속적인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중점 연구 분야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Schering, Ono

Pharmaceutical, 베링거 인겔하임, 캘리포니아 대학 등은

90년대 후반에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총괄 특허 동향 분석

한국,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에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

로 한국, 미국, 일본에 우선권을 가지고 출원한 국가들에 대

한 동향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13> The number of new applicants

<Figure 14> The number of A61K technology published 

<Figure 15> The time and period of IPC (MainGroup) penetration
<Figure 16> The time and period of applicants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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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 분석

우선권 국가분석은 다른 국가에 출원한 특허만을 분석대

상에 포함한 것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특허들이라고 볼 수

있다. <Figure 17>에서와 같이 일본이 44%(515건)으로 최

대 출원건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영국 12%(140건), 미국

11%(120건), 독일 10%(1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출원건수 증가 추세는 2000년대 이후로 나타났다.

2) 출원인 순위 분석

전체 자료에서 상위 11위권에 있는 출원인의 순위를

<Figure 18>에서 보면, Green Cross Co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Schering, TAKEDA CHEM순으로 나

타났고, 한국기업은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의

Ajinomoto는 일본 순위에서는 9위였으나 전체 순위에서 일

본기업 중 2위인 것은 기업의 해외출원 건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의 출원빈도수 1위는 Schering과

Green Cross Co이다. Schering은 89년과 90년에 각각 3

명, 8명의 발명자를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95년

까지 출원 건이 없다가 90년대 후반 들어 연구자를 투입하

면서 2001년에는 35명의 신규발명자를 확보하였다<Figure

<Figure 17> The time-series analysis of nations

<Figure 18> The number of total applicants published by the top ten overseas 

<Figure 19> The number of new applicants at Sc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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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의 Greeen Cross Co는 76년에 7명을 투입한 후

계속적으로 신규 발명자를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하였다. 80

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규발명자가 줄어들어 Schering의 경

우와 반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Figure 20>. 해당 기업은

A61K-031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간 기능과 관련 주요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의 특허를 중심으로 정보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와 분석인자

를 설계하여 기술구성요소별로 정량분석을 기초로 한 동향

분석 결과이다. 세부 기술별 상세분석은 향후 정성분석 기

법을 적용한 인용특허 분석을 통해서 게재하고자 한다.

출원 연도별 국가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은 1974년, 일

본은 1976년 최초 출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서 10

여년 후인 1994년 최초 출원이 이루졌으며 이후 저조한 상

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출원인 순위 분석은 전체 자료에

서 상위권에 있는 출원인은 일본의 Green Cross Co, 미국

Schering, 일본 Takeda Chem 순으로 나타나서 대부분 간

기능 관련분야 특허는 일본,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행사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약품 및 식품소재 관련 특허

를 보면 한국은 2000년대 전후하여 출원한 특허 가운데 ‘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또는 반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

품 제제’와 관련된 특허의 출원이 연평균 2~3건 정도로 미

미하여 두각을 나타내는 출원인이 많지 않아 초기 단계로 판

단할 수 있다. 일본은 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40~ 50여

건의 지속적인 출원 건수를 보이며,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

는 의약품 관련 기술이 주로 출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간 질환자의 치료, 간

기능 부활 개선제와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 기능장애 예

방 효능을 갖는 기능성소재가 발굴되고 있다. 또한 이를 이

용한 환자용 영양공급 조성물(nourishing medicine)과 의

약품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과 일본은 상위에 속한 출원인 그룹이 한국에 비해

서 3배가 많아 특정 출원인에 의해 연구되거나 독점되지 않

고, 다양한 출원인에 의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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