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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차전지의 응용영역이 소형시장 중심에서 향후 대형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시

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전지의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적 위치를 파악하고 IPC 정보를 이용

하여, 기술 분야 간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이차전지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 등 중대형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

로 미흡하여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 서론

1. 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로 대표되는 이차전지는 응용영역이 기존 

소형시장인 모바일 IT 중심에서 향후 대형 시장인 전기자

동차와 대규모 전력저장장치로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향후 순수 자동차로 진화되면서 자

동차 동력원내에서 이차전지 비중이 확대되어 시장 성장

을 견인할 전망이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잉여전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Nas 전지나 Redox 

Flow 전지 등의 이차전지를 활용한 전력저장장치의 수요

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2. 특허 지수 분석

  특허 지수분석은 특허의 인용관계(Citation)를 이용한 

특허지표 분석을 말한다.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

치와 연결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며, 혁신과정에 기여하는 

기술적 중요성 또는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도 있다. 특허지수는 기술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 이

외에도 기초과학과의 연관성이나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의 기술개발 속도에 관한 것으로서 혁신의 과정

이나 구조에 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기술

의 영향력이나 중요성 또는 혁신성과의 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특허와 논문의 

인용 분석 분야이다. 특허 당 피인용수는 분석 대상(국가)

의 특허가 이후의 기술혁신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해 개별 특허

의 기술적 중요성과 특정 국가의 기술혁신 활동의 수준 및 

혁신성과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Ⅱ. 특허분석

1. 분석대상 특허

  본 분석에서는 2000년 1월1일 이후 출원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PCT특허를 대상으로 최근 약 10년간의 동

향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특허 수는 표1.과 같

다.

표1. 이차전지 분야 특허 검색 결과

구 분 국 가 검색기간
대상 

특허(건)

공개/등록 
특허

한국(KR)

2000. 01. 01~현재
(출원일 기준)

*현재시점은 2011. 08. 15

4,022

미국(US) 3,557

일본(JP) 7,330

유럽(EP) 1,428

PCT 국제 특허(WO) 1,734

합계 1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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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출원활동 현황

▶▶ 그림 1. 년도별, 국가별 이차전지 출원동향

  이차전지 기술은 2000년에 이미 1,300여건의 특허 출원

건수로 기술의 발전기에 있으며, 2009년까지 연평균 4.2%

의 성장률로 꾸준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한국, 유

럽, 일본 및 PCT 특허 중에서 일본 특허가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한국, 미국, PCT, 유

럽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질적 수준을 고려한 시장 확보력 지수

▶▶ 그림 2. 질적 수준을 고려한 시장 확보력 지수

  그림 2.에서와 같이 국가별 삼극특허 비율과 최신 특허 

비율을 통해 국가별 시장 확보력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삼극 특허 건수 및 최신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모두 평균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최신 특허 비율은 낮고 삼

극 특허 비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적인 평균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 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최

신 특허 비율 및 삼극 특허 비율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건수가 매우 작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

다.

4. 국가별 기술 분야 특허 활동도

▶▶ 그림 3. 국가별 특허 활동도 

  주요 국가별 특허 활동도를 살펴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한국의 경우 이차전지 및 제조 기술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미국의 경우 RFB/NaS 전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

우 충전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일본 

다음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 중에 있으며, 시장 확보력 역

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매

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현황에서와 같이 한국은 단순 제조 분야

에 대한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차전지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개발과 

NaS 전지나 Redox Flow 전지 등의 이차전지를 활용한 전

력저장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충전분야와 같이 자동차 

분야와 연결된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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