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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을 간략히 정의하면 과제의 성격에 맞

게 기획단계부터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특허정

보 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백기술 발견/연구방

향 설정 등 특허전략 관점에서 사전에 특허침

해를 배제하고 회피설계를 유도함과 동시에 타

인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케

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응용연구과제에 있어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과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

업이라 할 수 있다.

특허전략과 연계된 연구개발은 사업성공가능

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 향상, 연구팀의 분위

기 쇄신 및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국내의 여러 대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사업

의 성공 및 연구개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특허맵(또는 분석)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R&D 활동과 특허활동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단순한 기술문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의 성과

로 인식하고 이를 향후 사업화에서 사업 성공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식품산업 분야에서 연구성과의 지

표가 특허 및 상표의 존재여부이며, 또한 상표

와 이에 의한 제품 이미지의 형성이 사업 성공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한 기술 발표는 대부분 논문 이외에 특

허출원이 수반되고, 특허 응용연구과제에 대해

서는 특허출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응용연구에 대해서는 그 연구방향 설정과

기존에 출원된 특허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서

는 연구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특허맵 작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응용연구개발에 있어서 특허맵

(P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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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정보분석 방법론(1)

특허맵 1)

1. 정의 2)

특허맵(Patent Map)이란, 복잡한 특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한 분

석결과의 표현이다.

특허정보를 분류, 정리, 가공, 분석하여 산출

된 자료를 도표나 도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 전체적인 기술 동향, 출원인

동향, 기술분포 동향 및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관계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

성한 분석 도표이다.

일반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기술 흐름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기술의 전망과 신기

술 분야를 분석하여 미래 기술에 대처하는 일

련의 분석을 말한다.

2. 역사

특허맵(Patent Map)은 일본에서 1960년대 말

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특허맵이

란 용어대신에 특허분석이나 특허 포트폴리

오라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특허맵은 기존에도 여러 형태로 작성하여 활

용되고 있었으나 그 형식이 정형화되기 시작한

최초의 것으로 1968년 일본 특허청에 의해 발

행된 “내일을 밝히는 특허”에서 기술동향을 표

시한 것을 일반적으로 거론한다.

1971년, 소련의 “얀뽀르스키”에 의해 출간

된 “기술예측의 제문제”에서는 특허정보의 초

록카드 작성 및 통계처리 형태를 제시하였으

며, 1972년, 일본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맵 작성을 본격 검토하여 보편화되기 시작하

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1974년에 WIPO

주관으로 특허맵에 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

으며, 국내에서는 (주)금성사가 1980년 국내업

계에서 최초로 특허맵 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하

기 시작하여 1985년부터 매년 특허맵 경진대회

를 개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최근에는 삼

성 계열사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허맵을 적

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특허청에서도 전체 기술분

야를 대상으로 한 특허맵 작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며 일부 특허맵들은 이미 작성이 완

료되어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

는 특허맵을 이용하여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도 있게 되었다.

3. 특허정보의 해석

특허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우선 기술흐름의

개략적 동향을 알아내고 향후 기술의 발전방향

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특허정보의 해석을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하

게 함으로써 한 국가의 기술적 수준과 산업 발

전적 측면에서 가장 부각되고 고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아볼 수 있다.
1) 특허맵 작성실무, 한국특허정보원
2) 지적재산전략교본, I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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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한층 향

상되고 진보된 기술 개발이 가능해지며, 이러

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된 국

가는 자연스로운 산업의 진보를 맛보게 될 것

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은 영리추구에 그 목

적이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이라던가, 고품질 등과 같이 타 기업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보유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소

비를 유도해 이익을 창출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경영능력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상품 자체를 놓고 볼 때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력이 있어 기존 제품보다 소비자들로부터 호평

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시장수요의 요구조건

에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시장수요를 조사하고 분석

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보통

기존제품의 기능성을 보강하거나 신상품을 개

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만약 시장수요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어

느 한 기업이 기능성을 보강하거나, 혹은 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을

경우 아무래도 기존 제품 혹은 유사 제품보다

판매량이 증가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같은 매출 증대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불러

오게 된다.

그러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타 기업이 출시된

제품을 완전 동일하게 또는 이 제품을 모방하

여 유사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는 이들 제품을 서로 식별하지 못한 채 구입하

게 되거나 혹은 원래의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

어지는 모방 제품의 구입으로 인해 해당 제품

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애

써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매출이 증대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모방제품으로 인해 오히려 매

출이 격감하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고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자적

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산업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

그러나 특허제도와 같이 고유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 독점권을 지니게 되면

경쟁사의 제품보다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자사의 제품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 매

출증대로 이어지게 되므로 결국 기업체는 독점

권을 지닌 제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독점권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

당기술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럴 때 특허정보를 통해 기술개발의 경쟁원리

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명세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이 어떤 측면에

서부터 연유하게 된 것이며, 기술자가 고려해

야 하는 사항과 그 기술을 달성하기 위한 필

수 구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그 기

술에 대한 업계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

느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출원인은 과연 어

떤 범위에 한정하여 청구범위를 청구하고 있

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허정보를 해석하는 이유가 있

다고 할 것이다.

특허정보는 기술 정보이면서도 일반 정보와

는 달리 그 기재양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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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

하는데 극히 유리한 면이 있다.

더욱이, 특허정보는 국제 특허 분류인 IPC로

구분되어 있어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허정보는 기업이나 개인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출원 시 발명자가 그 기

술이 최신의 기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

기 때문에 매우 엄선된 기술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특허정보는 국내의 경우 연간 15만여 건 정

도 발생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160만여 건

에 달하여, 매년 누적되는 특허 문헌의 양은 천

문학적 숫자에 달할 정도로 정보량에서 여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방대하다.

4. 자료 조사

특허정보의 양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천문

학적 숫자로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특허정보를 조

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

는 아무래도 보다 효율적인 조사방법이 필요하

며 특허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접근 방식도 다

양하다.

4.1. 조사 목적 및 방법

특허정보 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단순히 어

떤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술

정보 조사, 어떤 기술들이 특허권을 얼마나 넓

은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권리

정보 조사, 어떤 기술들이 기업 간 제휴 또는

공동 출원되고 있는지, 어느 국가에서 핵심 기

술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출원된

사항이 없는지 등을 알아보는 경영 정보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술 정보 조사: 상품 개발, 국가별 주요

기술 보유 현황 파악, 수출입 전략수립,

특허 출원의 선행기술 조사 시 필요

② 권리 정보 조사: 권리 침해 판단, 공개된

권리 사용의 저촉판단, 권리 존속 유지결

정시 필요

③ 경영 정보 조사: 기업의 신기술 개발, 타

기업 동향 파악, 수출입 가능여부, 기술이

전 및 제휴 판단 시 필요

특허정보의 조사방법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다.

1 단계: 조사하는 목적을 결정

2 단계: 조사하는 범위(국가, 기간, 기술범위)

를 결정

3 단계: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결정

4 단계: 기술개요를 파악하고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조사

통상적으로 특허정보를 조사하는 데에는 특

허공보 등의 1차 가공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특허정보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

을 감안한다면, 1차 가공자료를 가공한 초록 등

의 2차 가공자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행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각 국가는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특허정보의 무

료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특허정보의

접근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허정보를 조사하는데 있어 이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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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검색하는 데 필

요한 명령어와 연산자도 습득해야 할 것이다.

특허정보에는 공보류 이외에도 등록원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특허권 설정에 관한 권리자

및 그 변동사항, 각종 실시권에 관한 설정사항,

권리의 존속기간, 각종 심판결의 진행사항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권리관

계 파악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이다.

출원에서 특허를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처리단계를 거치면서 제출하게 되는 각종

보정서, 의견서, 답변서, 반박서 등의 중간처리

서류 역시 해당 특허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된다.

참고로 이들 자료는 공보류처럼 일괄 공개되

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특허청)에 신청해야만

구할 수 있다.

5. 한국식품연구원 특허분석프로그램(IAMS)를

활용한 분석방법 및 절차 3)

5.1. 분석방법 및 절차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분석시

스템 IAMS( 국내외 무료특허 자료를 자동적으

로 임포트 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특허

DB에 접속하여 특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최신 분석툴임)과 15여년간 식품바이오분

야 사례분석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분

석할 수 있다.

분석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진

행한다.

그림 1. 특허동향분석 방법(예)

3) 특허정보 활용매뉴얼 및 특허동향조사 모델개발,
특허청,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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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보수집방안

아래에 제시한 국내외 유·무료 사이트를 이

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5.2.1. 국내특허검색사이트

 

(1) 한국특허정보원 - 무료 

 - http://www.kipris.or.kr/ 

 - 국내 특허실용 뿐만 아니라 디자인/상표/

심판 자료와 함께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특허 검색이 가능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무료 

- http://www.yeskisti.net/yesKISTI/InfoSearch/

DetailSearch03.jsp 

(3) 윕스(WIPS) - 유료 

 - 국ㆍ내외 특허 검색 : http://search.wips.

co.kr/ 

 - 국내 디자인 검색 : http://design.wips.co.kr/ 

(4) 줌테크놀러지[브랜드워치] - 유료 

 - http://www.brandwatch.co.kr/ 

 - 상표 검색 사이트 

5.2.2. 해외특허검색사이트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무료 

 - 국제 특허 검색 : http://www.wipo.int/

pctdb/en/ 

 - 국제 상표 검색 : http://www.wipo.int/ipdl/

en/search/madrid/search- struct.jsp 

 - 디자인검색 : http://www.wipo.int/ipdl/en/

search/hague/search-struct.jsp 

(2) 미국특허청(USPTO) - 무료 

 - 특허 검색 : http://www.uspto.gov/patft/

index.html 

 - 상표 검색 : http://www.uspto.gov/main/

trademarks.htm 

(3) 유럽특허청(EPO) - 무료 

 - Esp@cenet : http://ep.espacenet.com/

quickSearch? locale=en_EP 

(4) 유럽상표청(OHIM) - 무료 

 - 상표 검색 : http://oami.europa.eu/CTM

Online/RequestManager/de_SearchBasic?

transition=start&source=Log-in.html&

language=en&application=CTMOnline 

 - 디자인 검색 : http://oami.europa.eu/RCD

Online/RequestManager 

(5) 호주 특허청 - 무료 

 - 특허 검색 : http://pericles.ipaustralia.gov.

au/ols/auspat/ 

 - 상표 검색 : http://pericles.ipaustralia.gov.

au/atmoss/ falcon. application _start

 - 디자인 검색: http://pericles.ipaustralia.gov.

au/adds2/adds.adds_simple_search.paint_

simple_search

(6) 캐나다 특허청 - 무료 

 - 특허 검색 : http://patents.ic.gc.ca/cipo/cpd/

en/search/basic.html 

- 상표 검색 : http://strategis.ic.gc.ca/app/cipo/

trademarks/search/tmSearch.d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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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 디자인 검색 : http://strategis.ic.gc.ca/app/

cipo/id/displaySearch.do? language=eng 

(7) 중국 특허청 - 무료 

 - 특허 검색 : http://ensearch.sipo.gov.cn/

sipoensearch/search/tabSearch. do?method=init 

(8) 덴마크 특허청 - 무료 

 - 특허 검색 : http://onlineweb.dkpto.dk/

pvsonline/Patent 

 - 상표 검색 : http://onlineweb.dkpto.dk/

pvsonline/Varemaerke 

 - 디자인 검색 : http://onlineweb.dkpto.dk/

pvsonline/Design 

(9) 홍콩 - 무료 

 - 특허 검색 :http://ipsearch.ipd.gov.hk/patent/

main.jsp?LANG=en 

 - 상표 검색 :http://ipsearch.ipd.gov.hk/trademark/

jsp/main.jsp 

(10) 영국 특허청 - 무료 

 - 특허 검색 : http://www.ipo.gov.uk/patent/

p-find/p-find-number.htm 

 - 상표 검색 : http://www.ipo.gov.uk/tm/t-

find/t-find-number.htm 

 - 디자인 검색 : http://www.ipo.gov.uk/

design/d-find/d-find-number.htm 

(11) 뉴질랜드 특허청 - 무료 

 - 특허 검색 : http://www.iponz.govt.nz/cms/

banner_template/IPPATENT 

 - 상표 검색 : http://www.iponz.govt.nz/cms/

banner_template/IPTM 

 - 디자인 검색 : http://www.iponz.govt.nz/

cms/banner_template/IPDESIGN 

(12) 필리핀 특허청 - 무료 

 - 특허 검색 : http://www.ipophil.gov.ph/

PatSearch/

 - 상표 검색 : http://www.ipophil.gov.ph/

tmsearch/ 

(13) 러시아 특허청 - 무료 

 - 특허/상표/디자인 검색 : http://www.fips.ru/

ensite/

(14) Questel - 유료 

 - QPAT : http://www.qpat.com/index.htm 

(15) THOMSON REUTERS - 유료 

 - MicroPatent : http://www.micropat.com/

static/index.htm 

(16) DELPHION - 유료

 - http://www.delphion.com/

 - 미국, 유럽, WIPO, 독일, INPADOC 자료

등을 검색

5.3. 분석 보고서의 일반적 형태

5.3.1. 개요

개요는 보고서의 도입부분으로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분석범위 및 분석기준 등을 포함한다.

분석 배경은 특허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현재 기술 수준, 기술

개발 동향, 시장 및 산업의 동향 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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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배경 및 사유를 포함하고, 분석목적에는 특

허정보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분석범위는 특허정보의 시기적 범위, 조사출

원국가, 대상문헌 및 정보조사시 사용되는 특허

정보DB의 종류를 포함한다.

분석기준으로서 기술 분류는 해당 기술분야

의 기술분류 체계 및 출원국가별 최종분석대상

검색 건수 등을 포함하고, 분석 방법은 정량분

석과 정성분석의 종류 및 주요 분석내용을 포

함하며, 분석지표는 특허분석에 활용되는 각종

지표에 대한 정의 및 활용 등을 포함한다.

5.3.2. 정량분석

정량분석은 연도별, 출원인별, 기술분야별, 발

명자별 등의 출원동향과 현황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특허지표분석은 특허인용관계, 기술

력지수, 시장확보지수 등의 분석내용을 포함한다.

5.3.3. 정성분석

정성분석은 기술흐름도, 특허인용관계, 상관

관계, 요지리스트 분석 등을 통해 기술 내용 상

호관계 및 권리관계 등을 분석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량 및 정성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분석항목 분석유형의 예는 표 1

과 같다. 

5.3.4.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은 해당 기술의 현 상황과 특

허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

응 방안 또는 시사점을 포함한다.

표 1. 정량·정성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분석 항목 및 특허동향분석의 예

구성 주요분석항목 분석유형

정량

분석

전체동향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분야의 위치

출원국가별 연도별 특허동향

출원국가별 내·외국인 특허출원 동향

출원국가별 내·외국인 기술분야별 특허비율

출원국가별 우선권국적현황

버블형

선형

원형

막대형

기술분야 구간별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기술분야별 점유율 및 증감율

출원국가별 기술분야별 특허비율 및 동향

출원국가별 기술분야별 출원인국적 비율

출원국가별 주요IPC별 특허현황

기술분야별 연구주체별 특허현황

분산형

선형

원형

막대형

주요출원인 다출원인의 특허현황

다출원인의 출원국가별 특허현황

다출원인의 기술분야별 특허현황

출원국가별 다출원인의 기술분야별 특허현황

주요출원인별 특허동향

출원인국적 동향변화

국제상호협력현황

연구주체별 협력현황

출원국가별 연구주체별 특허건수 비율

출원국가별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참여 추이변화

버블형

선형

원형

막대형

방사형

매트릭스

지수분석 출원인국적별 기술시장력수준

출원인국적별 기술영향력수준

특허활동지수(AI)

출원인국적간 기술영향력 비교

막대형

분산형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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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량·정성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분석 항목 및 특허동향분석의 예 (continue)

구성 주요분석항목 분석유형

정성

분석

핵심특허선정 연구기획위원 또는 전문가가 키워드를 통하여 산출된 특허들을 

살펴본 후 핵심(관련)특허를 산출

기술발전도 관련 주요특허/기술분야별/주요출원인별 시계열

흐름도 맵

특허망 분석 관련 주요특허 요지

리스트

권리분석 관련 주요특허 요지

리스트

공백기술분석 관련 주요특허 매트릭스
Citation Map 관련 주요특허 시계열

흐름도 맵

기술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소분류 분류기호

원양수산물의 유효활용 

및 국제 협업화 기술 개발

A 크릴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연구 A1

오징어자원의 국제상품화 연구 A2

원양어획물 최소가공이용 기술 개발 A3

웰빙형 냉동 편의식품 개발 A4

원양수산물의 교역기반 선진화 기반기술 연구 A5

가공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개발 A6

해외 합작어업수산물의 고도 활용 기술 연구 A7

전통수산식품의 명품화 

기술개발

B 핵심 생산 공정의 과학화 기반기술 개발 B1

위생적 안전성 확보공정기술 개발 B2

품질규격기준의 객관화 및 Global standard화 B3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연계 기술

개발

C BT 기술 응용 고부가가치 식품화 기술 개발 C1

NT기술연계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술 개발 C2

첨단 공정기술을 이용한 부가가치 제고 식품가공 기술개발 C3

첨단가공기술과 IT, CT기술의 연계활용에 의한 신개념 상품

화기술 개발

C4

시장친화형 부가가치 

상품화기술 개발

D 환경친화형 최소가공 수산식품의 가공 및 유통기술 개발 환경

친화형, 최소가공, 수산식품

D1

시장친화형 고품위 수산물가공 이용기술 개발, 수산물가공, 

시장친화형 고품위(high quality) 

D2

수산물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식자재화 기술 개발 D3

다획성 수산물의 고도 

이용기술 개발

E 다획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및 국제상품화 연구 E1

다획성 수산물을 이용한 웰빙형 냉동 편의식품 개발 E2

가공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개발 E3

양식수산물의 고부가가

치 활용기술 개발

F 고부가가치화 기반기술 개발 F1

위생적 안전성 확보 공정기술 개발 F2

품질규격기준의 Global standard화 F3

FTA 대응 수산가공 기술 

개발

G FTA 대응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 및 첨단기술연계 산업화

기술 개발

G1

첨단 공정기술을 이용한 식품가공 기술 및 신개념 상품화 기

술 개발

G2

주요 가공공정 기술의 표

준화 및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

H 지역특화 브랜드 수산식품의 가공기술의 표준화 H1

전통 수산물 가공 이용기술의 품질고급화 H2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식품 소재화 기술 개발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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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특허리스트

(요지리스트)를 제공한다.

II. 식품분야의 적용 사례(1)

본 내용의 식품분야 적용 사례는 특허청의 특

허동향조사사업 중 2008년 국토해양부 해양수

산기획연구사업 중에서 수산식품 신기술 개발

및 혁신분야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

성하였다.

기술분류 후 분석대상 기술범위를 표 2와 같

이 정의하게 된다.

표 2. 분석대상 기술범위

중분류  소분류 검색개요 (기술범위)

원양수산물의 유효

활용 및 국제 협업

화 기술 개발

크릴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연구

남극해역 등의 크릴 원양수산물의 포획(생산), 처리, 가

공, 유용물질 등 

오징어자원의 국제상품화 연구 오징어(squid, cuttlefish, ink-fish) 자원, esource, 국제상품, 

frozen surimi,, convenience food, instant food 등

원양어획물 최소가공이용 기술 개발 최소가공냉동어류(minimally processed frozen fish), ultra 

low temperature, cod, plaice, crakers, tunas 중간제품, 민어, 

대구, 넙치, 참치, 저서어류 등의 가공 이용

웰빙형 냉동 편의식품개발 웰빙, LOHAS, 완만조리공정( slow cooking process), 진공

조리공정(Vacuum cooking process), 초고온 증기조리

(flash steam cooking) Fast food, PUFA fortified product 등

원양수산물의 교역기반 선진화 기반

기술 연구

원양수산물, deep sea fish, pelagic fish, distant water 

fisheries catch, quality info 등

가공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개발

가공부산물, by-product, value added product, functional 

fish oil, PUFA, EPA/DHA, squalene, fish vitamin 등

해외 합작어업수산물의 고도 활용 

기술 연구

RSW, freshness, fish shelf life, fish fillet, 과냉각선어, 기계

골발육 가공 및 이용 등

전통수산식품의 명

품화 기술개발

핵심 생산 공정의 과학화 기반기술

개발

전통수산식품(traditional seafood), 건조식품, 수산발표식

품, 수산절임식품, 해조류식품 공정등

위생적 안전성 확보공정기술 개발 위생적 sanitary, hygienic, 건조식품, 미생물독(micotoxin), 

아플라톡신(aflatoxinl), 유해미생물(harful microorganism) 

등

품질규격기준의 객관화 및 Global 

standard화

품질규격, quality specification, 기준, standard, criterion, 

basis, 영양성분, labe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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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

1. 수산식품 관련 분야 특허의 연도별 동향

그림 2는 출원국가별로 연도별 동향을 나타

낸 것으로 출원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게

된다.

분석결과로, 국가별 출원추이와 점유율 현황

에서 일본이 1,84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

국, 미국, 유럽 순으로 나타나며, 국가별 출원

표 2. 분석대상 기술범위(continue)

중분류  소분류 검색개요 (기술범위)

 수산자원의 고부가

가치 활용을 위한 

연계 기술개발

BT 기술 응용 고부가가치 식품화 

기술개발

고농도 PUFA, 항암, 항혈전, 복합기능성 황산다당, Bio-

conversion, seaweed, health food 등

NT기술연계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술 개발

Nano-technology, protein, spermary protein, fish roe, 

phytochemical, Mucopolysaccharides 등

첨단 공정기술을 이용한 부가가치 

제고 식품가공 기술개발

수산물의 첨단공정, IT, 고진공, hi-retort, 고주파 가공 등

첨단가공기술과 IT, CT기술의 연계

활용에 의한 신개념 상품화기술 개발

수산물, 건조식품, value-added food, 첨단공정, IT, CT 등

시장친화형 고부가

가치 상품화기술 

개발

환경친화형 최소가공 수산식품의 

가공 및 유통기술 개발 환경친화형, 

최소가공, 수산식품

환경친화형 최소가공 수산식품, 웰빙, 환경친화, 친환

경, LOHAS 등

시장친화형 고품위 수산물가공 이용

기술 개발, 수산물가공, 시장친화형 

고품위(high quality) 

시장친화, fisheries processing, sea food processing, market 

friendly, RTE(Ready-to-eat, food) 식도락 식품 등

수산물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식자재

화 기술 개발

수산물 신수요(new demand), 식자재, school feeding 등

다획성 수산물의 고

도 이용기술 개발

다획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소

재화 및 국제상품화 연구

다획성, 오징어, 고등어, 해조류, 고부가가치, 유용 물질, 

추출물, 엑기스, 상품화 등

다획성 수산물을 이용한 웰빙형 냉동 

편의식품 개발

다획성 수산물, 웰빙, 편의, 간편, 인스턴트, 패스트 푸드, 

버거 등

가공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 개발

다획성 수산물, 부산물, 바이프러덕트, BYRODUCT, 

BYPRODUCT, 폐기물, 어피, 생선가죽, 연골 등

양식수산물의 고부

가가치 활용기술 

개발

고부가가치화 기반기술 개발 해조류, 김, 다시마, 해태, 미역, 참치, 대구, 가자미 양식

수산 등

위생적 안전성 확보 공정기술 개발 양식수산물, 민어, 넙치, 돔, 백신어, 흰살생선, 위생, 항

생제, 유해미생물, 해양생물독 등

품질규격기준의 Global standard화 양식수산물, 민어, 넙치, 품질규격, 스탠다드, 표준화 등

FTA 대응 수산가공 

기술 개발

FTA 대응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 

및 첨단기술연계 산업화기술 개발

수산물, 해조류, 기능성, 유효, 추출물, 엑기스, 김, 다시

마, 민어, 넙치, 품, 흰살생선, 초고압, 고진공, 전자파, 첨

단공정 등

첨단 공정기술을 이용한 식품가공 

기술 및 신개념 상품화 기술 개발

수산물, 해조류, 김, 다시마, 민어, 넙치, 품, 흰살생선, 초

고압, 고진공, 전자파, 첨단공정 등

주요 가공공정 기술

의 표준화 및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지역특화 브랜드 수산식품의 가공기

술의 표준화

지역특화 브랜드 수산식품

지역특화 브랜드 수산식품 지역특화 브랜드 수산식품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식품 소재화 기술 

개발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식품 소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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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꾸준한 출

원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1990

년대를 거쳐 2000년도에 진입하면서 급격한 증

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된다.

2. 포트폴리오로 본 수산식품 분야의 위치

분석결과 그림 3의 수산식품 분야 특허동향

에 있어서, 한국은 완만한 성장기의 특성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도 이후 성숙기

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2001

년도 이후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은 비록 2001년도 이후 성숙기의 특성을 보이

나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

으로 분석되어 제시된다.

3. 국가별 특허 동향 및 점유율

그림 4를 보면 한국특허의 분석결과 2000년

도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

인 출원은 거의 변동 없이 약 2건 정도의 미미

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국가별 출원 분

포 측면에서 한국은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수산식품 분야의 전세계 출원(등록) 건수추이
※ 분석구간 : 한국, 일본, 유럽특허 ~2005.12(출원년도), 미국특허 ~2007.12(등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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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산식품 관련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 포트폴리오
1. 분석구간 : 한국, 일본, 유럽 - ~‘85, ‘86~‘89, ‘90~‘93, ’94~‘97, ’98~‘01, ’02~‘05(출원년도)
 미국 - ~‘85, ‘86~‘89, ‘90~‘93, ’94~‘97, ’98~‘01, ’02~‘05(등록년도)
2. X축 : 출원인수(특허권자수), Y축 : 출원건수(특허건수)

4. 전 세계 국가별 주요 출원인

표 3. 전 세계 국가별 주요 출원인 Top10

순위 일본 한국 미국 유럽

특허권자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Nippon Suisan 

Kaisha Ltd

45 동원산업 주식회사 16 Harmony 

Products

6 Societe Des Produits 

Nestle S.A.

6

2 Taiyo Fishery Co Ltd 28 씨제이 주식회사 16 Kyowa Hakko 

Kogyo Co.

6 Ajinomoto Co. 4

3 Nisshin Flour Milling 

Co Ltd

15 한국식품연구원 14 Carnival Brand 

Seafood Company

5 Kabushiki Kaisha 

Hayashibara Seibutsu 

Kagaku Kenkyujo

4

4 CEL:KK 13 김기옥 11 Ajinomoto Co. 4 Nippon Suisan Kaisha 

Ltd

4

5 Watanabe Kikai 

Kogyo Kk

12 박종호 8 Monfort 4 Phairson Medica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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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로 살펴본 연구개발 방향의 변화

특허분포도(Themescape)란 MicroPatent사의 특

허분석 Tool인 Aureka를 이용한 분석결과로서, 전

체 세부기술분야(키워드 기반)별 특허의 분포도

를 한눈에 조망하는 의미가 있다. 고도 등고선

이미지에서 고도는 문헌의 고밀도 범위(개수)를

의미하고 선의 근접성은 관련성 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5의 수산식품 분야의 특허분포도를 볼 때

조미된 미역과 해조 추출물과 관련된 기술의 고

도가 가장 높아, 해조 분야의 연구가 어류 분야

보다 더 많이 연구되었으며, 어류로서는 오징어

와 크릴분야가 많이 연구되었고, 수산물 가공 기

술로는 산(acid)첨가 가공기술이 많이 연구되었다. 

특허분포도를 출원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5

년(1985~2000년)과 최근 5년(2001~2005년)으로

구분하여 시대에 따른 연구개발 트랜드의 변화

를 비교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과거와 대비하

표 3. 전 세계 국가별 주요 출원인 Top10 (continue)

순위 일본 한국 미국 유럽

특허권자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6 Ajinomoto Co Inc 11 국립수산과학원 7 Omegatech 4 Ecolab Inc. 2

7 Hirose Yukihiro 11 대상 주식회사 7 Rhone-Poulenc 

Inc.

4 Lopez Moro 2

8 Kikkoman Corp 10 문철 7 Texas Tech 

University

4 Nestec S.A. 2

9 Riken Vitamin Co Ltd 10 유연실 7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4 Pescanova 2

10 Nichiro Corp 9 주식회사 농심 7 University Of 

Alaska

4 San-Ei Gen F.F.I. 2

1. 제 1출원인 기준
2. 분석구간: 한국, 일본, 유럽- ~2005년(출원년도), 미국- ~2007년(등록년도)

그림 5. 수산식품기술의 특허분포도(Themescape)
※ 분석기준: ~2007년까지의 일본공개특허, 유럽공개특허, 미국 등록 및 공개특허를 통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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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 변화
1. 분석기준: ~2007년까지의 일본공개특허, 유럽공개특허, 미국 등록 및 공개특허를 통합하여 분석
2. 붉은색(과거 5년): 1996~2000, 노란색(최근 5년): 2001~2005 (출원일 기준)

그림 7. 최근 10년간 주요 과제별 특허활동 동향
1.분석구간: 한국,일본,유럽특허- 1990~2005년(출원년도), 미국특허-1990~2007년(등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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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큰 연구개발 분야의 뚜렷한 변화방향은 발

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수산식품분야에서는 산

업화를 이끌 뚜렷한 주력분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수산식품분야 기술별 동향

6.1. 기술분야별 주요 국가의 특허활동 및 

역점 분야

표 4의 특허활동지수(A.I)를 통하여 세부과제

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과거 1990년대

에는 A 원양수산물의 유효활용 관련 분야에 상

대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B 전통수산식품의 국제명품화 및 D 시

장친화형 고부가가치 상품화 관련 분야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2~2005년 이후에는 C 수산자원의 고부가가

치 활용분야에 관한 특허활동지수(A.I)가 1.23

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특허활동이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2. 세부 기술의 연도별 특허동향

한국에서의 세부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 결

과, 그림 8을 보면 세부기술과제를 구간별

로 구분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출원 특성(추

이)을 분석한 결과 A2 오징어 자원의 상품

화 관련 분야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

으나, A6 가공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및 A7 해외 합작어업수산물의 고도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림 9를 보면 한국에서는 A 원양수산물의 유

효활용분야에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2001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표 4. 세계 국가에 관한 주요 과제별 AI 지수

구분 국가별 특허활동 지수(AI)

A 분야 B 분야 C 분야 D 분야

KR 0.95 0.78 1.23 0.69

EP 0.36 0.32 0.26 2.15

JP 1.18 1.53 3.61 1.52

US 1.07 0.45 0.32 2.4

그림 8. 한국의 원양수산물의 유효활용 및 국제협업화 분야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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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부 기술별 출원인 국적 분포

한국출원인을 제외한 외국출원인으로서 일본

이 가장 많다(그림 11).

미국특허의 경우, 일본출원인 및 캐나다 출원

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그림 12).

7. 주요출원인 동향 및 공동연구

7.1. 주요 기업의 역점분야 및 공백기술

일본의 경우 Nippon Suisan Kaisha Ltd가 50

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한국은 동원산업 주식회사 그리고 미

국(등록기준)은 Harmony Products가 가장 많은

그림 9. 한국의 수산식품 주요 과제에 관한 구간별 출원동향
1.분석구간: 한국, 일본, 유럽특허- 1985~2005년(출원년도), 미국특허- 1985~2007년(등록년도)

6.3. 각국의 세부 기술별 특허분포

그림 10. 세부기술별 특허비율(한국특허)
분석구간: 한국특허 ~2005년(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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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술별 출원인 국적 분포(한국)
1. 제 1출원인 기준, 2. 분석구간: 한국특허 ~2005년(출원년도)

그림 12. 기술별 출원인 국적(미국)
1. 제 1출원인 기준, 2. 분석구간: 미국특허 ~2007년(등록년도)

표 5. 한국의 주요 특허 현황 (참조용 )

발명의 명칭 기술분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염화칼슘 브라인을 이용한 수산물용 급속 냉동방법 A3 KR 10-2006-0015454 2006.02.17

반추위 보호 콜린의 제조방법 A3 KR 10-2006-0039733 2006.05.02

청미래덩굴이 함유된 참치 통조림 A3 KR 10-2006-0057031 2006.06.23

참치만두 A3 KR 10-2006-0104764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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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6, 7).

반면에, 한국은 D 기술분야(시장친화형 고부

가가치 상품화) 및 다획성 및 양식 수산물의 고

부가가치 활용 기술개발 분야(E,F)에 취약하며,

일본도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

후 다획성 및 양식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분야

에 대한 연구개발 및 경쟁확보가 시급한 것으

로 보여진다.

7.2. 국제협력 현황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원인 국적 기준

으로,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 중에서 출원인

메이트 무역 주식회사에서 “건조 김치, 어패류,

표 5. 한국의 주요 특허 현황(참조용)(continue)

발명의 명칭 기술분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참치 껍질을 이용한 어류 젤라틴의 제조방법 A3 KR 10-2006-0131532 2006.12.21

해양 심층수에서 생산된 소금을 이용하여 자반생선을 만드는 방법 A3 KR 10-2006-0091353 2006.09.20

해양 심층수에서 생산된 소금을 이용하여 젓갈을 담그는 방법 A3 KR 10-2006-0088782 2006.09.14

넙치 양식용 사료 조성물 A1 KR 10-2005-0009404 2005.02.02

한방의 재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첨가제 A1 KR 10-2005-0125028 2005.12.19

키토산을 이용한 계란 보존제 및 그 제조방법 A1 KR 10-2005-0087254 2005.09.20

매생이누룽지탕 및 그 제조방법 A1 KR 10-2005-0104672 2005.11.03

새우용 보존제 및 새우의 보존방법 A1 KR 10-2005-0074426 2005.08.12

오징어 어묵의 제조 방법 A2 KR 10-2005-0039450 2005.05.11

김 및 오징어를 이용한 만두의 제조방법 A2 KR 10-2005-0080949 2005.08.31

견과류가 부착된 조미포의 제조방법 A2 KR 10-2005-0030848 2005.04.13

오징어껍질을 이용한 묵 유사제품 제조 A2 KR 10-2005-0010746 2005.02.04

쥐치어육과 오징어육을 결합한 조미 건어포 및 그 제조방법 A2 KR 10-2005-0051218 2005.06.15

헛개나무추출액과 편백유 및 오징어먹물 혼성두부와 그 제조방법 A2 KR 10-2005-0097789 2005.10.17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오징어의 가공처리방법 A2 KR 10-2005-0005216 2005.01.20

물오징어의 진공 건조장치 A2 KR 10-2005-0123634 2005.12.13

만두소 및 이를 이용한 해물만두 제조방법 A2 KR 10-2005-0133599 2005.12.29

해삼 양식용 사료 및 이의 제조 방법 A2 KR 10-2005-0123480 2005.12.14

오징어를 이용한 바베큐 누드 피자의 제조방법 A2 KR 10-2005-0040961 2005.05.13

오징어먹물로 만든 겔 식품의 제조방법 A2 KR 10-2005-0036637 2005.04.28

생오징어의 가공방법 A2 KR 10-2005-0030547 2005.04.13

오징어먹물로 만든 겔 식품의 제조방법 A2 KR 10-2005-0036635 2005.04.28

솔잎가자미의 제조방법 A3 KR 10-2005-0079664 2005.08.29

인삼가자미의 제조방법 A3 KR 10-2005-0079665 2005.08.29

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조미베이스 및 그의 제조방법 A3 KR 10-2005-0033881 2005.04.25

녹차가자미의 제조방법 A3 KR 10-2005-0079663 2005.08.29

황토가자미의 제조방법 A3 KR 10-2005-0079666 2005.08.29

참치포 조미장치 및 그 방법 A3 KR 10-2005-0045746 2005.05.30

수산폐기물인 참치골분을 이용한 고품질의 식품소재개발 및 이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제조방법

A3 KR 10-2005-0022235 2005.03.09

고기능성 바이오 사료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른 생산품 A3 KR 10-2005-0054742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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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과일, 육류 등과 식품접착 첨가물을 섞은

혼합물을 하부 김 표면에 두께가 형성되게 형

성한 김 샌드위치 제조방법”에 관하여 일본과

공동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국가의 특

허를 기준으로 한 출원인 국적별 공동출원은

없었으며, 다만 자국 내 산학협력 및 개인과 기

업 간 협력체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인력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발명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기업 특허의 발명자가 외

국인인 경우는 총 3건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기

업인 Tyson Holding Company 및 Nordischer

Mas Rud Baader Gmbh & Co Kg과 스위스

기업인 F Hoffmann La Roche Ag 출원인이

각각 미국 및 일본 발명자를 연구인력으로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한국의 기술경쟁력 비교분석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피인용도의 비율과 국가

별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스페인,

표 9. 국가별 국제 공동 출원(한국특허)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출원인국적 발명자국적

US1991-762868 1991.09.18 Process For Preparing A Fish 

Analog 

Tyson Holding Company DE US

JP1994-146997 1994.06.07 Fish Processor Nordischer Mas Rud 

Baader Gmbh & Co Kg

DE JP

JP1996-063931 1996.02.27 Use Of Krill Enzyme In Feed For 

Aquatic Animal 

F Hoffmann La Roche Ag CH JP

표 6. 한국 주요 출원인의 기술별 출원 현황

출원인 중과제 기술분류

A B C D E F

동원산업 주식회사 13 0 2 0 0 1

씨제이 주식회사 9 0 3 0 3 0

주식회사 진미식품 0 1 0 0 0 0

한국식품연구원 10 1 0 0 1 2

표 7. 일본 주요 출원인의 기술별 출원 현황

 출원인 중과제 기술분류

A B D E F G

Nippon Suisan Kaisha Ltd 43 1 1 0 0 0

Taiyo Fishery Co Ltd 18 8 0 0 0 1

Ajinomoto Co Inc 9 2 0 0 0 0

Shiseido Co Ltd Nippon Suisan Kaisha Ltd 5 0 0 0 0 0

Watanabe Kikai Kogyo Kk 0 0 0 3 8 1

표 8. 국가별 국제 공동 출원(한국특허)

국가명 국가코드 KR JP 비고

한국 KR  1 사다노리 구니치까특허출원 10-2004-0031377 "김 샌드위치의 제조방법"

※ 분석구간: 한국특허 ~2005년(출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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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등은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아일랜드와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등

은 시장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그림 13).

8.1. 주요국가의 기술력 비교

최근의 특허 등록건수와 피인용특허를 이용

하여 주요 10개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

과 표 10을 보면 미국의 기술력(영향력)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캐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2. 국가별 연구개발 방향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등록된 특

허에 대하여 기초과학 분야인 연구논문이나 학

술저널 등의 비특허문헌 인용과 응용과학(특허

문헌 인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아일랜드, 이

스라엘, 스페인 등은 응용기술이 강하며 영국과

스웨덴 등은 기초과학 기술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난다(그림 14).

심층분석

1. 주요 출원인 심층분석

전체 출원인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일본특허

현황에서 일본 수산식품 업체인 Nippon Suisan

Kaisha Ltd과 Taiyo Fishery Co Ltd가 출원 순

그림 13. 국가별 특허의 질적수준 및 시장확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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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특허

현황에서 동원산업 주식회사, 씨제이 주식회사,

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나타난다.

미국특허의 경우에는 주요 출원인 Harmony

Products(6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4건), Omegatech(4건) 등의 순이었으며, 유럽특

허의 경우에는 Societe Des Produits Nestle

S.A.(6건), Nippon Suisan Kaisha Ltd(4건)으로

나타났다.

일본출원인의 경우 전체적으로 해산물 또는 수

산물의 식품가공, 처리 및 상품화 측면의 출원동

향을 보였으며, 특히 Nippon Suisan Kaisha Ltd

는 1930년대 설립되어 일본 자국내 시장에 대한

특허가 활발하였으며,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유

럽과 미주지역에 대한 특허활동이 진행되었다. 

미국출원인이나 유럽출원인의 경우 어류의 피

부나 연골 등을 활용한 젤라틴 펩타이드 성분,

표 10. 미국특허에서 국가별 기술수준 순위

특허등록건수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98~’07 ‘98~’07 ‘98~’07

미국 106 미국 1.44 미국 152.2

일본 32 일본 0.27 일본 8.7

캐나다 6 캐나다 0.73 캐나다 4.4

스페인 3 스페인 1.01 스페인 3.0

이스라엘 4 이스라엘 0.46 이스라엘 1.8

독일 4 독일 0.35 독일 1.4

영국 5 영국 0.23 영국 1.1

아일랜드 1 아일랜드 0.74 아일랜드 0.7

대만 2 대만 0.34 대만 0.6

스위스 1 스위스 0.31 스위스 0.3

그림 14.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
1. 분석구간: 미국특허 ~2007년(등록년도)
2. X축: Backward Citation수합/특허건수, Y축: 논문인용수(NPR)/특허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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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분(DHA/EPA/Nutrients 등)의 기술분야 연

구개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미역

이나 다시마 파래 등의 해조류 이용 수산식품이

나 어류의 생육 가공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비).

1.1. Nippon Suisan Kaisha Ltd 특허분석

1.1.1. 연도별 특허현황

Nippon Suisan Kaisha Ltd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총 50여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하였

으며, 일본 자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동향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1999년부터는 유럽시장의 진

출과 더불어 2000년도에 진입하면서 미국시장

의 진출을 위한 특허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1.1.2. 세부기술 분야별 특허현황

Nippon Suisan Kaisha Ltd의 수산식품 분야의

세부기술별 특허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50

여건의 특허 중 A1 크릴자원의 고부가가치 산

업소재화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총 30건의

특허공개건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크릴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연구 분야에서 1998.

11.02일자 일본특허출원(JP1998-311730)을 우선

권 주장의 기초출원으로 하여 “Dry Krill

Powder(2001.8.29일자 유럽특허공개 EP1127497)”

제품 기술에 대한 유럽시장 진출을 모색한 것

으로 보이며, 2002년도 이후에는 “Process For

Producing Fermented Fish Food(2005.04.26일자

미국특허등록 US6,884,455)” 제품 기술에 대하

여 미국출원 및 등록을 받음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5).

1.1.3. 인용관계로 살펴본 경쟁사 분석

원양수산물 유효활용 측면에서 미국특허를 기

준으로 인용/피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Nippon

Suisan Kaisha Ltd는 “Method of forming

fillets(필레 제조방법)”에 관하여 미국에서 US

4,474,823으로 정식으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Nippon Suisan Kaisha Ltd는 1980년대 초반

에는 미국의 Keystone foods Corporation 등의

견제를 받으며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미국특허

등록 후에는 오히려 미국의 Freezing Machines,

Inc.(US)를 비롯하여 Heinz Nienstedt Maschi-

그림 15. Nippon Suisan Kaisha Ltd 구성부위별 특허현황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식품분야 특허정보분석방법 소개

189

nenfabrik GmbH(DE), Neptune, S.A.(FR), Nestec

S.A.(CH), Hokurei Co., Ltd.(JP), AEW Inter-

national Limited(GB), British Technology Group

Ltd.(GB)에 우월적 경쟁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그림 16).

1.1.4. 세부기술 분야별 발명자 분석

Nippon Suisan Kaisha Ltd의 수산식품 크릴자

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분야에 있어서, 연

구개발 중인 발명자는 가장 많은 71명으로 파

악되었으며, 특히 발명자 YOSHITOMI BUNJI

에 의한 특허가 일본은 물론 미국 및 유럽에도

출원되는 현상을 보인다.

1.1.5. 주요특허 요약 

Nippon Suisan Kaisha Ltd의 특허들 중에서

Patent Family수, 피인용횟수 및 해외출원건수

등을 고려한 주요특허를 선정하여 이를 요약

정리하였다.

Nippon Suisan Kaisha Ltd의 주요 특허는 구

분이 다양한 본 사업의 특성상 전체 세부기술

분야에 각각 대응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실질적으로 Nippon Suisan Kaisha Ltd의

주요특허는 4 분야(원양수산물의 해외합작어업

수산물의 고도 활용 기술 분야, 가공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개발 분야, 크릴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분야, 오징어 자원의 국

제상품화 연구 분야)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2. 구성부위맵(특허망) 분석

크릴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소재화 부문 세

부 기술별 특허들은 일본의 Nippon Suisan

Kaisha Ltd 그리고 미국의 Biozyme Systems에

서는 크릴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발암프로모션

저해제, 유산균 발효이용 크릴 박테리아 제거

방법 등이 주요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그림 17).

전통 수산식품의 국제 명품화 분야 및 수산

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 연계 기술분야는 어육

의 처리로부터 해양심층수 및 EPA/DHA 등의

유효성분 추출 기술관련 특허가 포함된다(그림

18).

그림 16. Nippon Suisan Kaisha Ltd의 원양수산물 유효활용 분야에 관한 경쟁사 분석
1. 좌측 Keystone Foods Corporation 등 4개 회사(출원인)를 포함하여 74회 인용(Backward Citation) 우측 Freezing
Machines, Inc 등 총8개 회사(출원인)를 포함하여 140회 인용(Forward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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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 분야에 대해서는 1983년 11월 및

1987년 4월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 받은 특허

들이 Process For Preparing Sterilized Packaged

Fish And Product Thereof, Method Of

Retort Packaging Broiled Fish And Product

Thereof, Process For Preparing Retort Tofu

등으로 검색되었으나 권리소멸 및 존속기간 만

료 등에 기초하여 주요 특허 대상에서는 제외

하였다.

3. 기술 흐름(발전)도 분석

원양수산물의 유효활용 및 국제협업화 기술

흐름 분석에 있어서, 1985년 전후로 크릴이용

사료 및 식품기술이 다수 출현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 말에 크릴제품의 품질 유지 관련 기

술이 나타났다(그림 19).

어패류의 박테리아 발생을 억제 및 제거하기

위한 기술은 1990년대 중반까지 발전하였으며,

이후 유산균을 이용한 항균, 항산화 양식 기술

그림 17. 원양수산물의 유효활용 및 국제협업화 분야 특허망 분포

그림 18. 전통 수산식품의 국제 명품화 분야 및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 연계 분야 특허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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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다.

어육의 조미 및 발효 관련 기술은 1990년대

직전부터 나타났으며, 일본 출원인을 통해서 출

원된 일본특허가 상당수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유산균을 이용한 항균, 항산

화 양식 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4. 논문분석

4.1. 논문의 연도별 동향

논문 및 특허 모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허도 2000년도에 들

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1세기에 들어 해양

그림 19. 원양수산물의 유효활용 및 국제협업화 기술흐름 분석

그림 20. 수산식품 신기술 및 혁신 분야의 논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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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식품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으나 2004년 내지 2005년을 기

점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이다(그림 20).

4.2. 수산식품 신기술 및 혁신 분야의 주요

연구자

그림 21의 조사된 수산식품 신기술 및 혁

그림 21. 논문 및 특허로 살펴본 수산식품 신기술 및 혁신분야의 주요 연구자

그림 22. 수산식품 신기술 및 혁신 분야의 주요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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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야를 연구하는 저자는 1,232명이고, 조

사된 특허 발명자는 제1발명자 기준으로 2,551

명이다.

1,232명의 연구자 중 적어도 1회 이상 특허

출원자는 41명, 2회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

구자는 19명에 불과하여 수산식품 신기술 분야

에서는 연구결과가 특허로 출원되는 사례가 비

교적 작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특허수 및 논문수가 높은 연구자는 한

국과 일본에 집중되었으나 이는 한국과 일본의

어종에 부합한 키워드선정에 기인한 것으로 파

악된다.

4.3. 수산식품 신기술 및 혁신 분야의 주요 저널

수산식품 신기술 및 혁신분야의 논문을 가

장 많이 발행한 학술지는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로

나타났으며 총 33편의 논문을 발행하고 있다

(그림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