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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기술지식의 융·복합화로 인해 특정 산업에서 다른 부분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으

로, 비수도권 농촌 지역인 전라북도 순창군의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출원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융합분석과 지식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장류산업은 단순 식품, 식료품 제조 기술에서 기계·

기기나 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기술로 폭넓게 융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순창군의 장류산업은 발효미생물 관련 기술 방

향으로 특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 전체의 융합 경향을 따라 여러 기술 분야로 확장하기 보다는 순창이 갖는 지역자산

과 인력에 맞추어 지역산업을 특화시킨 결과라고 판단된다. 순창군 장류산업의 지식네트워크는 지방정부와 대학, 진흥

원 등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조합법인 형태의 출원자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공유와 확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기술융합분석, 지식네트워크분석, 특허분석, 장류산업, 순창군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knowledge extension and diffusion trend among industries through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non-Capital rural areas. A case of Sunchang, Korea examines knowledge 
extension trend of fermented soy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y. Patent application data are used to 
make technology convergence analysis and knowledge network analysis. Patent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knowledge extension trend between the whole country and Sunchang. Technolo-
gies of fermented soy product manufacturing in Sunchang is inclined to extend toward technologies 
related to fermented microorganism. Contrary to the whole country, knowledge extension in rural area 
like Sunchang is converged to technologies suitable for specialized but limited regional assets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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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관련다

양성(related variety)을 고려한 가치사슬 연결형 

기업집적이 산업 육성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Jacobs(1969)가 제시한 도시화 경제의 이점과 관

련되는 개념인 관련다양성은 서로 다르지만 관련

되는 이웃산업의 집적을 통해 기술지식의 흡수력

(absorptive capacity)을 높이고 지식확산을 촉진하

여 산업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내 고

용 증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된다(Frenken et al., 

2007). 이러한 논의는 지역마다 개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에서 더 나아가 관련된 산업군의 다

양화,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창

출하려는 유럽연합의 스마트 전문화(Smart spe-
cialization) 전략과 맞닿아 있다(Pires et al., 2014).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의 발전

을 위한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농촌발

전에 있어서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농업 지원

에서 벗어나 농업과 그 외 여러 다양한 부문이 어

우러지는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OECD, 2006). 이를 위해 

종래 중앙단위의 집중관리와 농민의 역할을 강조

하던 것과 달리, 지역과 주민의 역할, 농업이외의 

활동, 농민을 포함하는 농촌의 모든 이해관계자

가 동등하게 고려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

고 협의하는 거버넌스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최근 지역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농업의 6
차산업화도 농어촌 마을의 인구나 소득 구성의 변

화, 신성장동력 모색,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 양

상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략의 하나로 제시되

고 있다. 성공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2, 3차 산

업 중심의 수익모델, 높은 기술력을 갖는 가공품

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

여와 선순환적 수익구조를 갖는다(농촌경제연구

원, 2013). 
본 연구는 전라북도 순창군을 사례로, 농촌지역

에서 지역 산업이 기술지식의 융복합화로 인해 산

업 영역을 확장하는 양상을 확인하고, 지역의 특

성에 바탕을 둔 지역산업생태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순창군의 지역특화산업인 장류

산업을 대상으로 장류산업의 기술지식이 확장되

는 방향을 확인함으로써 다차산업화 연계와 지역 

내 산업 구심점 형성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순창군은 2001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인구가 적은 낙후 

지역이지만 장류 제조부문의 강점과 지식 및 노하

우의 축적을 통해 장류의 지역 브랜드가 강한 지

역이다(이경진, 2011; 2013). 장류 제조업 외에도 

1차 농산물 생산, 장류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기

타 지역자원과 관련해 산업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지역의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sources. Core actors of knowledge network of fermented soy product manufacturing in Sunchang are 
mainly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 universities, and agencies or institutes. Recently 
technology sharing and extension is likely to occur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associative corpora-
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Key Words :  technology convergence analysis, knowledge network analysis, patent analysis, fermented soy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y, Su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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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기술지식의 융합, 지식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

다. 산업 기술지식의 융합 분석은 국내 전체 장류

산업에서 나타나는 기술융합 양상을 확인하는 것

과, 순창군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지

역산업경로의 독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창군에서 출원한 특허 가운데 공동출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식네트워크의 핵

심 주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인력 활용

이나 고용 창출, 외부 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 경쟁

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기술지식의 융합과 특허자료 분석

특허 자료는 발명 활동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분

야에서 혁신활동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발명이 특허화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제도의 영

향력에 의한 오류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특허 자료는 혁신 연구에서 가장 신

뢰할만한 정량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특

허가 지닌 출원 시기, 기술 코드, 출원자 정보, 인

용 자료, 공동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 간 

스필오버, 기술 경영 등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1) 기술융합분석의 개념과 적용

일반적으로 한 건의 특허에는 하나의 기술이 아

닌, 여러 개의 기술이 융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

당 특허에 적용된 기술 코드를 의미하는 IPC (In-
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가 

병렬 할당된다. 이는 하나의 발명에 서로 다른 기

술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들 간 

인지적 거리가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나아가 

기술 융합 분석의 기반이 된다.

이는 IPC co-occurrence로 개념화되었으며, 많

은 연구자들은 이를 기업 내 코어 기술의 융합, 

지역 지식관련성 및 다양성의 지표 등으로 활용

하고 있다. 우선 기업 단위에서 분석한 연구로, 

Jaffe(1986)은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 포트폴

리오 간 기술적 거리를 측정했으며, Teece et al. 
(1994)는 기업 내 기술적 다양성이 기존 보유한 지

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였다. Verspa-
gen(1997)은 대표 IPC에서 그 외의 IPC로 기술 스

필오버가 이루어지면서 부문-간 지식 스필오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Suzuki and Kodama(2004)는 

캐논과 타케다, 두 기업의 기술적 궤적과 다이나

믹스를 분석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식관련성

(knowledge relatedness) 개념과 연결하여 공간적

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Krafft 
et al.(2011)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기화학의 비

중이 낮아지고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의 역할이 증

대됨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지식 랭킹에

서 도시들의 흥망성쇠와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Kogler et al.(2013)은 IPC co-occurrence를 기술들 

간의 거리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지식관련성이 

지식 생산의 속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탐색했

다. Feldman et al.(2015) 또한 IPC co-occurrence
로 지역 간 지식 유사도를 측정하여, rDNA 기술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는지 추적했다. 국내 연구로 한

장협 외(2015)는 경상북도 ICT 특허에서 기술 융

합 분석을 통해 타 산업과의 기술 융합 및 공진화 

추이를 분석했다. 이와 같이 기술이 융합되는 방

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기술지식이 공간

적으로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향후 유망분야

는 어떠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2) 지식네트워크분석의 개념과 적용

특허를 바탕으로 행위자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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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자료, 즉 특허 인용과 

공동 출원 자료를 사용한다. 우선 특허 인용의 경

우, 인용 수로부터 중요한 특허를 분별할 수 있으

며, 특허 자체를 노드로 하고 인용을 링크로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시계열적 기술궤적 및 지식 스필

오버 등을 추적할 수 있다(Jaffe et al., 1993; 김원

준 외, 2012).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용 자료 구축

이 미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공동 출원은 주로 행위자 간 기술 협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된다. 기업, 대학, 지역 등 행위자

를 노드로, 이들의 공동 출원 활동을 링크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의 구조 및 형성 메커니

즘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Roijakkers and 
Hagedoorn, 2006; 정준호, 2016). 특허 자료 외에

도 종사 산업 현황이나(Teece et al., 1994) 인터뷰

를 통한(Broekel and Boschma, 2012) 1차 자료, 국

가 R&D 프로젝트(Broekel, 2012), 기업간 전략적 

제휴(Gay and Dousset, 2005) 등의 2차 자료를 활

용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출원인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공동

출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거대(clustered) 네트

워크 내 참여 행위자 특성 및 IPC 특성을 분석하

였다.

3) 특허 자료구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류 산업의 기술 지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NDSL)에

서 제공하는 특허 자료를 활용했다. 국내 장류 산

업에 해당하는 특허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엄보영 

외(2010)가 사용한 검색식에 의거하여,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쌈장, 발효콩, 콩발효, 낫또, 

메주, 장류’ 을 검색, 추출했다. 추출된 특허 중 검

색식의 한계로 인해 장류와 관련 없는 데이터에 

대해 클리닝 작업을 거쳤으며, 그 결과 1949년부

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92건, 총 5,156건의 특허

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후반 특허 

출원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대 전까지는 매년 약 50건이 출원되었으나, 그 이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00건
을 상회하여 출원된 것을 알 수 있다1).

본 분석에서는 장류 관련 특허에서 나타난 각 

IPC 서브클래스를 노드로, IPC co-occurrence를 

링크로 하는 매트릭스를 구축했다. 기존 연구에

서는 기술 코드 간 유사도 측정을 위해 코사인 유

사도 혹은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 매트릭스 구축을 

통해 표준화를 거친 후, 이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각 

기술이 얼마나 자주 동시 출현하는지 보다, 얼마

나 유사한 기술과 동시 출현하는지를 측정하여 사

실상 구조적 동형성(structural equivalence)을 측정

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Joo and Kim, 2010). 또
한 본 분석은 케이스별 분석 혹은 추론 통계적 분

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기술 융합의 

경향성 변화 분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표준

화점수(Z-score)를 산출하여 분석을 시행했다. 

IPC 개수 변화의 변곡점인 2005년을 기점으

로 시기를 구분하여 두 개의 네트워크-2005년

과 2015년까지의 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해 커뮤니티 분석을 실

시하여 상호 연관성이 큰 IPC들을 군집화하였다

(Girvan and Newman, 2002). 커뮤니티 분석은 일

종의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본 분석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CNM 알고리즘

을 사용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의 주요 역할을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자, 파워 중심성2)이 0.3 이

상으로 큰 코드를 대표기술로 해석하고, 나머지 

기술을 중심 기술과 융합된 기술이라고 판단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 패키지인 

Netminer4.0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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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장류산업 현황

1)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지역별 

생산액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 총 생산

액은 약 1,300조 원이며, 그 중 식료품제조업은 

56조 원의 규모이다. 그 중 장류제조업이 포함된 

기타식품제조업은 18조 원으로 식료품제조업의 

약 31.9%를 차지하였다. 장류제조업은 9,400억 

원 규모로 식료품제조업의 1.7%, 기타식품제조업

의 5.2%를 차지하였다(표 1)3).

장류제조업의 지역별 생산액에 관한 산업 세세

분류 자료의 부족으로, 장류제조업의 상위분류인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의 지역별 생산액 

규모를 확인하였다. 2010년 기준 전국 총 32개 시

군구에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입지하였고, 그 가운데 상위 9개 시군구를 

살펴보았다(표 2). 음성군이 연간 약 4,000억 원

으로 생산액이 가장 많았고, 순창군은 연간 1,500
억 원 규모로 5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순창군은 제

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해당 산업부문

만 유일하게 집중되어 있어 군 내 제조업의 대부

분(81.1%)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

업에서 순창군의 생산액은 전라북도 전체 생산액

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 대비 조미료 및 식품 첨가

물 제조업 생산액에 대한 LQ(Location Quotient)
지수에서도 순창군은 312.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청송군 157.0, 논산시 3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표 1. 산업분류별 연간 국내 총생산액(2010년)

산업분류 2010년 생산액

(백만원)

상위분류 대비 비율(%)

대·중 소 세 세세 식료품 제조기준 기타 식품 제조기준

제조업 1,334,833,343 - -

 식료품 제조업 56,167,727 100.0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59,203 18.3 -

(중략) ... ... -

기타 식품 제조업 17,921,440 31.9 100.0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5,203,822 9.3 29.0

(중략) ... ...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3,419,250 6.1 19.1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188,345 0.3 1.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802,645 3.2 10.1

장류 제조업 935,128 1.7 5.2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493,132 0.9 2.8

기타 식료품 제조업 5,578,488 9.9 3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8,172,258 14.5 -

자료: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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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전국 평균에 비해 순창군의 제조업 중 조

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러한 특화 산업부문을 연계한 지역

산업 육성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장류제조업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해 2004년부터 2014
년까지 장류 부문의 생산량, 출하액, 수출액 추이

를 시·도 단위에서 확인했다4). 시군구 단위에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지만,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

표 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연간생산액 상위 9개 시군구
(단위: 백만원)

순위 지역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기타식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제조업

1 음성군 395,286 733,210 1,685,672 8,754,862

2 논산시 184,880 210,375 1,141,971 2,264,502

3 용인시 166,353 294,914 856,642 31,642,522

4 양산시 160,429 677,348 1,242,649 12,161,233

5 순창군 154,164 154,164 169,760 190,202

6 이천시 144,629 468,496 1,052,929 14,712,053

7 안성시 139,267 545,020 1,370,150 9,280,173

8 울주군 132,439 139,903 245,100 46,058,825
9 천안시 122,727 591,369 2,573,620 36,015,381

자료: 통계청, 2010.

그림 1. 국내 시도별 장류 생산액 현황 (단위: 천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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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순창군의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생

산액이 전북의 전체 생산액을 대변하기 때문에 해

당 자료로 순창군 장류제조업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국내 장류제조업의 생산량은 2004년 약 

49만 톤에서 2014년 63만 톤으로 약 1.3배 증가하

였고, 생산액은 2004년 4,300억 원에서 2014년 

7,800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전북의 경

우, 생산량이 2004년 약 7만 6천 톤에서 2014년 

14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2004년 약 840
억 원에서 2014년 2,020억 원으로 증가하여 2014
년 전체 시·도 가운데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1위
를 차지하였다(그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각년

도). 또한 장류제조업 생산량 대비 출하액의 변

화를 살펴보면, 국내 전체 생산량 대비 출하액은 

2004년 100만원/톤에서 2014년 160만원/톤으로 

증가하여 장류 생산에 있어서 기능, 포장 및 보관

재 성능 향상, 브랜딩 효과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

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생산량 대

비 출하액이 2004년 110만원/톤에서 2014년 170
만원/톤으로 성장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각년

도).

4. 국내 장류산업의 특허출원 특징

1) 시도별 장류산업 특허출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류부문에 대해 

194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156건의 특허가 출

원되었다. 지역별 특허출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출원자를 기준으로 집계하되, 출원자가 다수인 경

우 전체 지역 수 n의 역수를 가중치로 주고 계산했

다.

장류부문 특허출원건수 상위 8개 지역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가 176건으로 가장 많고, 전

북 순창군은 총 84건으로 7위에 해당되었다. 특히 

그림 2. 특허 출원 상위 지역의 연도별 누적 출원건수 추이 (단위: 건)

연
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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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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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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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출원된 전체 202개의 특허에서 장류관

련 비중이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
까지 지역전체 특허의 7.4%(8.9건/121건) 정도였

으나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체에서 장류관

련 특허의 비중이 89.4%(72.4/81건)로 크게 증가

하였다. 경기도와 서울의 시군구는 식품업계 기업

과 연구개발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비수도권인 전주와 순창에

서의 기술혁신활동이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은 다

른 비수도권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자료에 따르면 장류제조업의 

생산과 출하가 충남지역에서 상당히 많지만 특허

출원에서 두각을 드러낸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주와 순창의 경우에는 특히 연도별 출원 

추이에서 2005년 이후 특허출원건수가 다른 지역

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다(그림 2).

2) 장류산업 특허출원 특성 

장류부문 특허의 IPC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56건 가운데 3,839건이 A23L을 포함하며, 

A61K 181건, C12N 11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

허청에서 제공하는 산업-특허 연계표에 따르면, 

A23L은 식료품제조업과, A61K는 의약·치과·화

장용 제제 제조업, C12N은 미생물 등 유전자공학 

분야와 연관된다. A23L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이 

여전히 많지만, A61K와 C12N의 출원빈도가 증

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 이후 IPC가 다양화될 

뿐 아니라 하나의 특허에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 

적용되어 다수의 기술코드를 갖는 특허가 증가하

여 기술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단순 식료품

제조업 관련 기술 활동에서 이를 응용한 의약 및 

화장용 제제 개발이나 미생물 연구를 기반으로 하

는 생명공학 분야로의 기술영역의 확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표 3). 

5. 장류 특허의 기술융합 특성

1) 국내 장류 특허의 기술융합 특성

장류부문 특허의 관련 기술융합의 특성은 IPC 
co-occurrence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을 이용하

였고 2005년과 2015년까지의 누적자료로 구분하

여 비교하였다. 커뮤니티 분석 결과 네트워크의 

모듈화 지수는 2005년 0.56, 2015년 0.45로 유의

미한 커뮤니티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의 특허 기술

융합은 대표기술이 모두 A코드로 생활필수품이나 

표 3. 장류 특허출원의 주요 IPC 시기별 빈도

년도
IPC 1979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5년

전체 43.0 178.0 729.0 4,206.0

A23L 33.0 104.3 552.5 3,149.0

A61K 2.0 16.5 30.5 131.8

C12N 0.0 2.3 18.0 97.6
기타 8.0 54.8 128.0 827.6

A23L: 기타 식품, 식료품, 또는 비알콜성음료; 그 조제 또는 처리

A61K: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C12N: 미생물 또는 효소; 그 조성물; 미생물의 보존, 유지, 증식;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공학; 배지 



허동숙·박소현·구양미574

농업과 관련된 기술로 나타났고, 총 4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동일한 A코드라고 할지라도 그룹별

로 융합기술 및 산업이 달라 그룹 2와 3이 식료품

제조업과 관련된 반면, 그룹1과 4는 화학산업 및 

그림 3. 국내 장류 특허 IPC co-occurrence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분석 결과

2005년까지 누적

2015년까지 누적

표 4. 2005년 장류 특허 기술융합 분야

그룹
대표기술 융합기술 및 산업

IPC 주요 분야 융합기술 관련 산업

그룹1
A61K
A61P
A61Q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C07D  A23D 
A01N  C07H 
A01K  C12Q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그룹2 A23L 
- 포함되지 않는 식품, 식료품, 또는 비알콜성 

음료; 그 조제 또는 처리

C12N  A21D 
A23C  A23K 
A23G  A23P 
A22C  A01G 

C12M

-식료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농림어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그룹3 A23B 

- 식육, 어류, 난류, 과일, 채소, 식용종자의 보

존, 과일 또는 야채의 화학적 숙성; 보존, 숙

성 또는 통조림 제품

F25D B 65D 
A47J  H01J

-식료품 제조업

-일반기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그룹4 A61F 

- 혈관에 이식할 수 있는 필터; 보철; 인체의 관

상 구조를 개존 시키는 또는 붕괴를 방지하는 

장치; 찜질; 눈, 귀의 치료 또는 보호; 붕대; 

피복용품 또는 흡수성 패드; 구급상자

A61H  A47K
-의료용 기기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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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과 관련이 크다(그림 3의 좌, 표 4). 한편, 

2015년 결과(그림 3의 우, 표 5)는 총 6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2005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IPC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융합 양상도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 이후 연관 분야와 더욱 활발

한 기술융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2005년까지는 대표기술이 모두 A코드였던데 

반해, 2015년의 네트워크에서는 대표기술의 코드

가 B와 C로 다양해졌고, 이전 시기 대표기술에 융

합된 새로운 기술이 성장하여 대표기술이 되고, 

반복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술과 융합되면서 진화

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는 식료품제조업(그룹 

2)과 의료산업(그룹 1, 그룹 4)에 국한되지 않고, 

포장 용기 및 용기 제조 관련 기술(그룹 3), 식료품 

제조 및 후처리를 위한 기계 개발(그룹 5), 원재료 

재배 효율성 증대 관련 기술(그룹 6) 등으로 기술

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표 5. 2015년 장류 특허 기술융합 분야

그룹
대표기술 융합기술 및 산업

IPC 주요 분야 융합기술 관련 산업

그룹1

A61K* 
A61Q*
A61P*
C12N

-의약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제

- 이종원자 고리 화합물; 미생물 또는 효소; 그 

조성물; 동물의 포획, 덫을 놓아 잡기 또는 

몰기, 유해한 동물 또는 유해한 식물의 구제

장치

C07H  A23K  A61Q 
A01K  C12Q  C07C 
A01P  G01N  C12P 
A01H  C09D  C07K 
C09K  A61L  C01B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그룹2

A23L*
A23B*
A23D
A23P
C12R
C12G

- 식품, 식료품, 또는 비알콜성 음료; 그 조제 

또는 처리

-식용 유지

-효소학 또는 미생물학을 위한 장치

A23F  A23J  A23N 
C12C  C12J  C12H 
B01F  B02C  A62D 

B27K  B26D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특수 기계 제조업

그룹3 B65D -물품 또는 재료의 보관 또는 수송용의 용기

H01J  A22C  B67D 
B32B  B65B  B65G 
B31B  H01L  B05B 

F16J 

-전자관 또는 방전램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일반기계 제조업

그룹4 A61F* 

- 혈관에 이식할 수 있는 필터; 보철; 인체의 

관상 구조를 개존 시키는 또는 붕괴를 방지

하는 장치; 찜질; 눈, 귀의 치료 또는 보호; 

붕대; 피복용품 또는 흡수성 패드; 구급상자

A61H  A47K
-의료용 기기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그룹5
A23C
A47J
C02F

- 유제품; 우유 또는 치즈 대용품; 그것들의 제

조

- 주방 장비, 커피 분쇄기, 향신료 분쇄기, 음

료를 만드는 장치

-물, 폐수, 하수 또는 오니(슬러지) 처리

B09B  B65F  B30B 
E02B  B01D  C25B 
A47G  C04B  C03C

-폐기물 처리업

-일반 기계 제조업

그룹6 A01G
- 원예; 채소, 화훼, 벼, 과수, 포도, 호프 또는 

해초의 재배; 임업; 관수
C05D C05F E02D -비료 제조업

*주: 2005년 분석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대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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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창군 장류 특허의 기술융합 특성

순창군에서 출원된 장류부문 특허의 경우, 전

체 84건 가운데 IPC 2개 이상이 할당된 특허는 총 

22건이었고, 단일 기술 특허 62건 중 대부분 식

료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A23L 분야였다. 앞서 언

급한 국내 전체에 대한 분석과 비교했을 때, 순창

군 내 특허는 A61에 해당하는 특허보다는 C12N, 

C12R과 관련된 특허가 다수 출원되고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즉, 국내 장류관련 특허가 단순 식품 

또는 식료품 제조 기술에서 기계·기기 분야나 의

약품 및 화장품 관련 기술 융합이 일어나는 경향

과는 다르게 순창군에서는 미생물 및 유전자공학 

관련 기술 방향에 특화되고 있다. 가령, 장류 제조 

시 균주를 활용 및 발효함으로써 혈압조절 등 의

료적 기능성과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안

하거나 장류 유해 미생물 제어 방법 등에 대한 기

술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그림 4>

와 같이, 순창군에서 나타나는 IPC co-occurrence 
링크를 전국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입하여 살

펴보면, 전체 커뮤니티 중 2개의 그룹에 해당하는 

co-occurrence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

내 전체의 결과(그림 3의 우)에 비해 단순하고 특

정 기술만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산

업 전체의 융합 경향을 따라 여러 기술 분야로 확

장하기 보다는 순창이 갖는 지역자산과 인력에 맞

추어 지역산업을 특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2006년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개소 이후, 

지속적인 산학협력 및 네트워킹으로 한국식품연

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학교, 전라북

도 생물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연구 협약이 체결되

었고, 2011년에는 군내 발표미생물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장류와 연계된 미생물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그림 4. 순창군 장류 특허 IPC co-occurrence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분석 결과 

주: 2015년까지 누적, 굵은 실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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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창군 장류산업의 지식 네트워크

순창군은 비수도권의 농촌지역이지만 장류산

업의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따르면, 

국내 판매액과 수출액 기준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부분 여러 식품 관련 포트폴리오와 계열

사를 가진 대기업들로 나타났고, 순창군은 장류제

조업에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대상, 사조산업, 토

박이순창식품 3곳만을 포함하고 있다(표 6). 이에 

대해 이경진(2011; 2013)은 순창군이 주로 전통적

인 생산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고, 대기업을 중

심으로 하는 기업형 장류 제조부문의 수는 적지만 

지역에 착근된 전통장류제조업체들이 지역의 장

류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를 통해 상호 시너지 및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지

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창군 장류산업에서 나타나는 지

식네트워크를 확인하고 기술혁신활동의 주요 행

위자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비수도권 농촌지역

의 지역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특허 출원의 주요 행위자를 살펴보면, 순

표 6. 장류 부문 국내 판매액 및 수출액 기준 상위 20위 기업

순

위
기업명 공장입지지역

국내판매액

(천원)
기업명 공장입지지역 수출액 ($)

1
씨제이

제일제당
서울,인천 224,164,057 대상

순창,천안,용인,

오산,군산
15,454,834

2 대상
순창,천안,용인,

오산,군산
170,139,098

씨제이

제일제당
서울,인천 10,752,725

3 샘표식품 이천,영동,세종 110,820,847 샘표식품 이천,영동,세종 7,997,432

4 신송식품 천안 38,075,529 신송식품 천안 2,492,638

5 사조산업 천안,순창,고성 33,529,072 사조산업 천안,순창,고성 1,867,669

6 몽고식품 창원 28,191,636 매일식품 순천 903,458

7 오복식품 부산 25,700,250 오복식품 부산 810,724

8 영화식품 김포,김해 21,306,012 세우 시흥 792,019

9 진미식품 괴산 21,114,200 몽고식품주 창원 744,485

10 몽고장유 부천 19,796,485 진미식품 괴산 542,198

11 세우 시흥 18,250,392 참고을 김제 494,749

12 삼화식품 대구 16,853,845 한국맥꾸룸 청송 315,940

13 매일식품 순천 16,037,451 태경농산 안성,대구 308,891

14 삼화식품공사 대구 12,471,936 영화식품 김포,김해 278,920

15 미화합동 부산 7,724,000 삼한식품공업사 여주 188,773

16 생명물식품 부산 7,651,730 북하특품사업단 장성 118,506

17 참고을 김제 7,072,418 죽장연 포항 94,956

18 풍성식품산업사 창녕 6,944,957 토박이순창식품 순창 73,403

19 삼오종합식품 의성 6,760,244 프롬웰 장흥 56,975
20 삼양식품㈜ 원주,김해 6,379,825 사조해표 인천,함안 55,22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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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청)5)이 총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식

품 13건, 전북대학교 13건, 발표미생물산업진흥

원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전에 

출원된 특허는 주로 개인 출원인이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기업, 순창군(청)과 연구기관을 포함하

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합 형식의 

출원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하였는데, 과거 연구개발 및 특허 출원 활

동이 개인적이고 영세한 수준에서 일부 이루어졌

다면 점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으로 확대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 한편 최근 순창

골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순창청정매실영농조합

법인 등 지역 내 행위자들이 조합법인 형태로 출

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조직단위에서 기술공유나 

파급효과를 촉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내 고

령인력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형 

지역혁신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순창군 장류부문의 지식네트워

크를 살펴보면, 공동출원이 시기별, 조직별로 변

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부터 2014
년까지 총 57건의 공동출원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202건의 특허 가운데 28%를 차지하여 통상적인 

10% 내외에 비해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출원은 2005년까지는 연간 2회 수준에 그쳤

으나 2006년 이후 연간 4.7회로 증가하여 공동 기

술개발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

기에는 개인-개인이 협업한 출원이 다수를 차지

하였으나 점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개인, 공공-기업의 공동출원이 증가하였고, 2006
년 이후에는 공공-공공의 공동출원 비율이 증가

하였다. 장류산업의 지식네트워크는 1개의 거대 

클러스터와 독립된 소규모 네트워크가 산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1개의 거대 클러스터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그림 6).
우선 각 행위자의 연결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순창군(청), 전라

북도생물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순창군(청)의 

위계가 가장 높으며 비교적 다양한 링크가 형성되

어 있다. 또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

그림 5. 순창군 연도별 조직 형태별 특허출원 비율

주: ‘공공’은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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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의 공공부문 행위

자들은 사이중심성이 높아 여러 행위자들을 매개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순창군에 대

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대상식품, 사조산업, 토

박이순창식품과 같은 기업은 지식네트워크의 거

대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기업

들은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크보다는 기업이 개별

적으로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조합법인 형태의 행위자

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지역 내 전통 지식의 유지, 

계승 및 혁신에 기여하며 공공부문과의 긴밀한 네

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순창군 장류산업은 식료품제조업뿐만 아니라 

C12에 해당하는 발효미생물분야로 특화되는 과정

에서 순창군(청), 전북대학교, 발효미생물산업진

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컸고 기업 행위자로는 기픈샘이 해당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다. 즉, 사회적 수요와 기술지식 융합 경

향에 따라 장류 산업은 기존 식료품 제조업 중심

에서 의료용 제재 제조업 관련분야로 진화하는 과

정에 있고, 순창군은 장류에 관해 오랜 기간 축적

된 지식과 지역 브랜드를 바탕으로 발효미생물 분

야에 특화시킨 지역산업 전략을 수립하였다. 여기

에 연구기반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농촌지역이라

는 점에서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

술혁신과 확산을 위해 공공 중심의 특허 출원에서 

점차 민간 부문으로 혁신활동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6. 순창군 장류산업 지식네트워크 - 거대 클러스터와 중심성 지표

주요행위자
연결

중심성

사이

중심성

순창군(청) 0.559 0.067

전북대학교 0.210 0.003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0.207 0.016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0.108 0.007

순창청정매실영농조합법인 0.093 0

김관중(궁중음식본가) 0.057 0.022

선진경 0.043 0

순창고추장마을영농조합법인 0.040 0.001

도울에프엔비 0.037 0

순창골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0.037 0

강순옥(장본가전통고추장) 0.026 0.001

기픈샘 0.026 0.001

김용성 0.025 0

곽상용 0.019 0

군산대학교 0.019 0

성가정종합식품 0.014 0

순창마을 0.012 0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 0.012 0

영농조합법인순창해목전통식품 0.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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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지식의 융·복합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관련된 영역으로 확장해나가는 양상

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농촌 지역인 

전라북도 순창군의 장류산업을 사례로 지역산업

의 융복합화가 나타나는 경향을 분석하고 지역산

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특허출원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기술지식 

융합과 지식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술

융합분석은 특허의 기술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부

문의 기술지식이 어떤 기술과 결합되는지 확인하

여 진화양상을 파악하였고, 지식네트워크는 공동

출원자료를 통해 기술혁신의 주요 행위자 특징을 

확인하였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장류제조업을 포함하는 조미료 및 식품첨

가물 제조업이 가장 특화된 지역으로, 장류의 지

역별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전체 시군 가운데 7위
를 차지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지식축적과 기술혁

신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술융합분석은 국내 장류산업에서 나타

나는 경향과 순창군의 경향을 구분함으로써 순창

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국내 장류산

업은 2000년대 이후 기술다양화가 증가하여 단순 

식품 및 식료품 제조 기술에서 기계·기기 분야나 

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기술로 폭넓게 융합이 이

루어지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발효미생물 관련 

기술의 특허가 다수 출원된다는 점에서 산업 전체

의 융합 경향을 따라 여러 기술 분야로 확장하기 

보다는 장류제조에서 축적된 발효기술을 특화시

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식네트워크분석 결과, 공동출원은 

2006년 이후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고, 지자체와 

대학, 진흥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공-개인, 

공공-기업의 공동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1개의 

거대 클러스터와 독립된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나

타났는데, 거대 클러스터에는 순창군(청), 전북대

학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의 공공부문이 주

요 행위자였으며, 조합법인 형태의 출원자도 지역 

내 기술공유와 확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뿐만 아니라 대

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전략이 추

진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마다의 내재적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창조생태계를 조성하고(박

삼옥 외, 2013), 산업의 다양성과 가치사슬을 고려

한 지역산업생태계(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를 구성하는 논의(김영수, 2012)가 이루어지고 있

다. 순창군의 사례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비수

도권의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를 모방하거나 경쟁

적으로 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이 가진 자산을 활용하고 결합하여 차별적인 산업

추진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방향 설정과 지원 역할이 중요

한데, 순창군은 장류사업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

원 등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로를 강화하

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조합

법인 형태의 행위자들은 지역 내 전통 지식의 유

지, 계승 및 혁신에 기여하며 공공부문과 긴밀한 

지식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인력

을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형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해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기업을 대

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

1) 한국 특허청 심사 흐름 상 특허 등록 이후 1년 6개월 이후

에 출원 특허가 공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2014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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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015년 자료는 실제 출원 수가 모두 공개되지 않아 과소 

추출되었다.

2) 가장 영향력이 높은 노드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삼각매개중

심성, 인접중심성 등 다양한 지표가 사용되나 power law를 

따르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지표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분석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파워 중심성(power 

centrality)를 사용하였다.

3) 경제총조사에서 각 기업은 장류제조업 외에도 관련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대표 종목을 선택

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장류제조업의 규모는 과소 추정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4) 양조간장,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한식간

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을 제조하는 식품

업체를 조사하였다.

5) 공간단위로서의 ‘순창군’과 행정주체(지자체)로서의 ‘순창

군’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출원

자로서의 순창군에는 순창군(청)으로 표기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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