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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food tech in Korea and Japan. Using the patent 
information search services of Korean and Japanese Patent Offices, patents registered during the past 10 years from January 
1, 2005 to December 31, 2015 were searched with the following key words/phrases: “food or meal or diet” and “program 
or information system”. A total of 669 patents (539 for Korea and 130 for Japan) were finally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Porter's value chain theory, the pat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related to “manufacturing/processing/ 
distribution”, “sales & marketing”, and “consumer support”. The results showed that in Korea, 41.7% of the total patents were 
related to sales & marketing followed by consumer support (37.3%) and manufacturing/processing/distribution (21.0%). In 
Japan, patents related to consumer support accounted for 56.2% followed by manufacturing/processing/distribution (32.3%), 
and sales & marketing (11.5%). In the area of manufacturing/processing/distribution, “food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nagement system” and “food safety control and hazard analysis system” 
in Japan tended to show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patents registered (p<.05). Under sales & marketing, patents 
in the categories of “food purchase and delivery service system” in Korea and “restaura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Japan tended to be more frequently registered (p<.05). Finally, in the area of consumer support, “kitchen facility and cooking 
device control system” in Korea and “menu and nutrition management system” in Japan tended to account for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patents registered (p<.001).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new patents and markets for food te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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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

lution 2018).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산업 내에서도 식품과 정보통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푸드테크(Food Tech)가 신산업으로 부

각되고 있다 푸드테크는 글자 그대로 음식과 기술, 즉 Food
와 Technology의 합성어다. LG 경제연구소에서는 “푸드테크

란 음식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구성을 연구하는 푸드사

이언스의 응용 영역으로 안전한 음식의 선택, 저장, 가공, 포
장, 유통 등에 사용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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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음식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신사업을 일컫는 신조어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본래부터 푸

드사이언스(Food Science)와 함께 사용되어 온 개념임을 강조

하였다(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5).
푸드테크 산업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거쳐 그 시장규모

가 약 200조 원대로 추정되며, 향후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Ahn BI 2017). 푸드

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식품시장

이 이미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미래 발전 가능성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1년 

4.8조 달러에서 2015년 5.6조 달러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6.3조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aT FIS 2015). 2014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세계 자동차 시장(1.7조 달러), 세계 IT 시장(2.9조 달

러), 세계 철강 시장(1조 달러)의 규모보다 각각 3.2배, 1.8배, 
5.1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T FIS 2015). 국내 식품시장 

역시 2013년 기준 식품 제조업(77조 원), 외식업(80조 원), 
식품 유통업(175조 원) 분야를 합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그 규모가 약 332조 원에 이른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더불어 신선식품의 비중은 줄어

들고 있는 반면,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의 비중이 점차로 증

가하는 식품산업 내 구조변화 역시 향후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거대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 가능

성을 인정받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식품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의 

인구구조학적, 사회․경제적 변화 역시 푸드테크 산업의 성

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나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한 식생

활의 외부화 현상과 함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

자의 니즈로 인하여 주문․배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푸드

테크 산업 분야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Korea Foodservice 
Industry Institute 2016).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선두업체 중 하

나인 식신은 국내의 대표 푸드테크 업체들을 음식배달, 맛집 

추천 및 예약 대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 식재

료 주문 배송, 식재료나 음식 정기 배송, 레시피 공유, 레시피

와 관련 식재료 배송 서비스를 포함한 7개의 유형으로 분류

하여 소개한 바 있다(Kim JS 2015).
이렇듯 오늘날 국내의 푸드테크 산업은 식재료나 완성된 

요리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거나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

되어 있지만,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식품가치사슬의 관

점에서 볼 때 향후 푸드테크 산업의 영역확장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산업 전문가들도 국내 푸드테크 

산업 분야 중 식품 소비를 제외한 개발, 생산, 유통 등에서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 시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임을 지적

한 바 있다(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5; Economic 
Review 2015). 학계의 연구 역시 식품 소비단계의 주문․배

달 서비스를 다룬 것이 대부분으로 배달앱의 재이용 의도

(Jeon 등 2016; Shin 등 2016)나 수용도와 만족도(Kim & Kim 
2016; Lim & Jeon 2016; Cho 등 2017; Kim & Lee 2017), 소비

자 관점에서의 ICT 기반 음식배달서비스 관련 특허 등록 

현황(Kim 등 2017)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지난 1세대의 푸드테크 산업이 마케팅 역량의 경쟁이었다

면 향후 2세대의 푸드테크 산업은 기술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 예측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특허 정보

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보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은 향후 푸드테크 관련 기술 개발의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식품산업이 

발달한 일본 사례와의 비교는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소비단계를 넘어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관점에

서 현재까지 개발 등록된 일본과 한국의 푸드테크 관련 특허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

악함은 물론, 향후 푸드테크의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특

허기술 현황을 살펴보고자 대한민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

에 등록된 관련 특허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허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2016)과 

일본특허정보원(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 2016)의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식품’, ‘식사’와 ‘식
단’, ‘레시피’, ‘프로그램’과 ‘정보시스템’을 주요 검색어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국과 일

본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된 총 특

허등록 7,955건(한국 7,741건, 일본 214건) 중 사람을 대상으

로 하지 않거나, 의료목적의 약물을 다루는 등 본 연구와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특허 7,286건(한국 7,202건, 
일본 84건)을 제외한 669건(한국 539건, 일본 130건)의 특허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된 

669건은 특허내용 검토를 통하여 음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

목한 푸드테크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다.
푸드테크 산업 관련 특허의 분류는 Porter(1985)가 제안한 

가치사슬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가치사슬이란 소비자에

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기능․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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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Korean and Japan patents related to Food Tech.

Current status Comparison of registered patents

Classification
Korea Japan Korea Japan χ2

valuen (%) n (%)

Manufacturing․
processing․
distribution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nagement system 33(  6.1) 18( 13.9) 33( 29.2) 18( 42.9)

 8.838*
Food safety control and hazard analysis system 26(  4.8) 15( 11.5) 26( 23.0) 15( 35.7)

Food quality management system 54( 10.0) 9(  6.9) 54( 47.8) 9( 21.4)

Sub total 113( 21.0) 42( 32.3) 113(100.0) 42(100.0)

Sales․
marketing

Restaura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28(  5.2) 6(  4.6) 28( 12.4) 6( 40.0)

 9.298*Restaurant recommendation, ordering and reservation system 61( 11.3) 4(  3.1) 61( 27.1) 4( 26.7)
Food purchase and delivery service system 136( 25.2) 5(  3.8) 136( 60.4) 5( 33.3)

Sub total 225( 41.7) 15( 11.5) 225(100.0) 15(100.0)

Consumer
support 

Recipe sharing and food ingredient purchase system 35(  6.5) 20( 15.4) 35( 17.4) 20( 27.4)

39.390***Kitchen facility and cooking device control system 134( 24.9) 19( 14.6) 134( 66.7) 19( 26.0)
Menu and nutrition management system 32(  5.9) 34( 26.2) 32( 15.9) 34( 46.6)

Sub total 201( 37.3) 73( 56.2) 201(100.0) 73(100.0)
Total 539(100.0) 130(100.0)  

* p<0.05, *** p<0.001.

Table 1. Current status and comparison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Food Tech between Korea and Japan

에 따라 수집된 특허자료를 일차적으로 ‘제조․가공․유통’, 
‘판매․마케팅’, ‘소비자 사용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

다. 식재료의 생산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농․수․축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특허의 세부 기술 내용에 따라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는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 ‘위생관리 및 위해

성분평가’, ‘식품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분류하였으며, ‘판
매․마케팅’ 관련 특허는 ‘음식점 정보 공유’, ‘맛집 추천․주

문․예약’,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는 소비자의 내식, 
즉 가정 내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레시피 정보 

공유 및 식자재 조달’,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어’, ‘식단․

영양관리’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Fig. 1).
특허의 분류 후에는 국가별 각 분류에 속하는 특허 수와 

비율을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특허별 주요 세

부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수집된 특허 분류 분포상

의 국가별 유의적인 차이 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χ2-test)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처리에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3이 사용되었다.

결과 및 고찰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푸드테

크 산업 관련 한국과 일본의 특허 등록 현황은 Table 1과 같

다. 한국의 경우, 총 분석 대상 특허의 41.7%가 ‘판매․마케

팅’ 관련 특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37.3%),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21.0%) 순으

로 분류되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가 

5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조․가공․유통’ 관
련 특허(32.3%),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11.5%)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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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Method for calculating foodstuffs materials mixing ratio, prime cost and lump order/delivery using computer 
system and the internet 1012256960000

Management apparatus about terahertz spectrum data of food and method for therefor 1013611780000
Traceability system, traceability method, and computer readable recording medium recording traceability 
program 1009501250000

Collective management, processing and sales methods and systems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wired 
or wireless networks 1014746030000

System and method for testing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 1012865480000
Metal detecting apparatus generating variable frequency according to digital switching 1016194910000
Raw material weighing apparatus 1013967870000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 inventory control 1007829210000
Automatic detection system and the method of foreign body in industrial CT volume data 101592852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measuring hot taste of pepper powder 1011355050000

Chilled line system to deal with packed beef 1014256090000
Cold Storage a storehouse and its control method 1015898050000
System for managing RDTAG history 1014835460000

Japan

Mobile material transfer system for transferring and receiving solid and liquid materials or combinations thereof JP5479477
Method for identifying spacer thickness and system for monitoring food using the same JP5802278
System to cook fried food JP5602277

Program creation method,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and mounting method JP5335128
Production management apparatus and computer program JP5194889
Oil / liquid solution oxidation inhibiting device, oil fat oxidation inhibiting method and fat and oil liquid 
oxidation inhibiting program JP3820264

Supporting device, support method, and support program for food production JP4481888
Flavor quality characteristic presentation system and flavor quality characteristic presentation program JP4250459
Compounding determination device, composition determination method and program JP4914649
Food manufacturing method and food manufacturing apparatus JP3968293

Table 2.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Japan 

일차 분류된 특허를 세부 기술 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가 

총 539건 중 136건(25.2%)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 설비 및 조

리장치 제어’ 시스템 관련 특허가 134건(24.9%), ‘맛집 추천․

주문․예약’ 시스템 관련 특허가 69건(11.3%)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식단․영양관

리’ 시스템 관련 특허가 총 130건 중 34건(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레시피 정보 공유 및 식자재 조달’ 시스

템 관련 특허가 20건(15.4%),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어’ 
시스템 관련 특허와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 시스템 관

련 특허가 모두 19건(14.6%)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
또한, 특허 분류 분포상의 국가별 유의적인 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제조․가공․유통’, ‘판매․마케팅’, ‘소비자 사

용 지원’ 모두에서 한․일 양국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Table 1). 우선 ‘제조․가공․유통’의 경우, 한국은 ‘식품 품질

관리’가, 일본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와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5). 이어 ‘판매․마케팅’의 경우, 한국은 ‘구매지원 및 배

달서비스’가, 일본은 ‘음식점 정보 공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p<.05). 마지막으로 ‘소비자 사용 지원’의 경우, 한국

은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일본은 ‘식단․영양관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1.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

1)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 중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

리 시스템 관련 특허는 한국 33건(6.1%), 일본 18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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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food safety through online 1014997060000
The system for controlling sanitation of food based on ubiquitous sensor network and method therefor 1008400080000
Safety management method and system for bacillus cereus in food 1016246960000
A system for managing food safety using ubiquitous sensor network 1009688620000
Dietary management system using food poisoning resistance factor 1014415720000
Food poisoning index instrument and its control method 101478568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evaluating harmful ingredient in food 1012672510000
A system for monitoring sanitation of food facility using network and method thereof 1005701670000
Food monitoring system using RTBD in e-ERP 1006525100000
Food packaging kit for bacteria detecting 1014945020000
Method for safety management of critical point according to sector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using application 1016648720000

System and method for limiting sales harmful products 1014939110000
System for blocking distribution and withdraw of defective goods and POS system having blocking 
distribution of defective goods 1013687580000

Portable sanitary total management apparatus using mobile terminal 100990422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putrefaction, refrigeration system and smart building system using the 
apparatus 1014670650000

Japan 

Colony detection device, medium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sanitation management system and program JP5998744
Hygiene management system, program and film type medium JP5971391
Medium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colony detection device, sanitation management program and system JP591041
Media label issuance control system, medium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hygiene management program 
and system, medium label and film type medium JP5994463

Harmful factor quantitation method, Harmful factor quantitation device and program JP5840845
Food hygiene management system, server and  program JP5347305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method and program JP4977171
Automatic characte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microorganisms JP4745959
Consumer risk distribution model to identify and track food pollution cases JP4463196

Table 3.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food safety control and hazard analysis system in Korea and Japan

으로 분류되었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주요 특허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대상 제

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계량, 절임 배추 제조,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나 식품 당도 측정, 포장육, 레토르트 제품 등의 제

조공정을 제어하는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과 식품의 생

산, 가공, 포장 과정 중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검출하는 장치 또는 제품의 불량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시스

템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가 제품

의 인증 여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RDTAG를 적용하

거나,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재료와 내용량에 대한 식별 정

보를 포함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등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식품 제조공정 상의 생산계획과 관리를 지

원하거나 제어하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주를 이

루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생활환경정보를 바탕으로 영

양소 요구량을 반영한 식품의 목표 배합량을 추정하거나, 다
양한 종류의 식품에 적절한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한 조리온

도와 시간 등을 제어하는 장치, 튀김과 찜 등의 조리법으로 

제조된 식품의 상태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 식품 내 이물질 혼입이나 결함을 시각적으로 인

식하여 분류하거나 감시하는 장치 및 시스템 등의 특허가 포

함되었다.

2) 식품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 시스템 관련 특허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 중 식품 위생관리 및 위해성

분평가 관련 특허는 한국 26건(4.8%), 일본 15건(11.5%)으로 

분류되었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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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System for controll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food stuffs storage using RFID and method thereof 1007502340000
Method and system for monitering food quality 1013159020000
Mobile service system for food management information 1006737110000
A system informing expiration date of food by determining end point of TTI(time temperature integrator) 
and a method informing expiration date of food using the same 1012057850000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food quality information based on location 101609600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management of certification in nature-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food 1008086870000

Apparatus for discriminating smell using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1006003340000
The united foreign object detection and quality control system in the food manufacturing 1010231560000

Real-time de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for distribution management 1011808100000
Mobile terminal and method for measuring freshness of food by using the same 1006067910000
Wireless method and apparatus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food temperature 1008842670000
Product quality monitoring system 1013086200000
Using RFID and automatic sensing technology as humidity and temperature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1012205810000
Management apparatus for transportation handling information of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system 1011523520000

Integrated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for e-beam irradiation processes and the method 1015875020000
A sales management service method for a fake prevention and system thereof 1013513520000
Article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using QR code 1015106130000
A cold chain realtime monitoring system by smart phone 1014073990000
Sensor Tag and system for quality index monitering of product using sensor tag 1012261050000

Table 4.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food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Japan

주요 특허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식품 제

조 설비상의 위생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관리하

는 시스템, 식품위해요소 평가 및 모니터링 또는 식품의 변질

을 판단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

다. 식품 제조 설비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위생상태와 관련

한 정보를 검출하거나 QR 코드 또는 바코드가 부착된 식품 

포장 키트,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식중독균에 의한 식품

의 오염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감지하는 검사 시스템, 유
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과 

위해물질의 연관성을 시각화하는 장치 등 식품 위생 자동화 

관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가 있었고, 식품 위생 관련 조사와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식품 안전관리 시

스템에 대한 특허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의 위생상태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검사공정에서의 식품을 검체로 

배양한 배지 정보를 통신단말 장치와 연동시켜 데이터베이

스로 등록하는 배지 정보 등록시스템과 이러한 배지 정보 데

이터를 바탕으로 식품 제조공정에서 혼입되는 미생물을 검

출하는 등의 위생관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가 주된 내용이었

다. 그 외 식품 표면의 위생상태를 전수 검사하거나, 식품 가

공 공정 전반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또는 가공식품에 혼

입되는 미생물을 검출하는 시스템, 식품 유통 체인상의 오염

된 식품을 식별하는 시스템, 식품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처리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의 장치에 관한 특허의 내용은 

한국과 유사하였다.

3) 식품 품질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 중 식품 품질관리 관련 특허

는 한국 54건(10.0%), 일본 9건(6.9%)으로 분류되었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주요 특허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통신 네

트워크를 활용해 식품 제조공정 내 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장치, 유통 또는 배송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을 실시간 감지하고 통제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 주로 포함

되었다. 식품 제조공정 내 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와 관련

된 특허에는 제조공정에서 피검사물의 영상 데이터를 관리 

서버를 통해 실시간 송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전자

빔 조사공정을 이용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있었다. 유통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실시간 감지하고, 통제하

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는 식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또는 팔

레트에 부착된 센서태그를 리딩하거나 TTI(time temperature 
integrator), GPS 정보, 후각 센서 기능 및 전자코 시스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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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Japan 

Programmable apparatus and method for food preservation JP5756809
Management system and program JP5918210
Curable liquid and ink for toys and food packaging applications JP5695421
Food preservation method and system JP5391199
Electronic count of seal cycle of ultrasonic sealing device in packaging machine JP5763622
Packaging system, line controller and software program JP5587208
Systems and methods for transporting or storing oxidized degradable food JP5475444
Marking of packaged consumer products JP5824059

Table 4. Continued

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 and recording medium having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recorded therein 1020127032547

System and its method for space information service in ubiquitous environment 1010178240000
The method for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and method for information co-sharing use connection 
wireless AP of smart phone 1013713490000

Information searching method and system based on geographic location 1020167032296
The method for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and method for information co-sharing use connection 
wireless AP of smart phone 1020130034830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advertisement on general display region 1020060051592
Position information sharing method based on meeting time and place 1020150045283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food information according to present situation 1007273400000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restaurant guide service by using wireless network 1007236840000
Location-based restaurant advertising service system 1015636940000

An apparatus for providing location-based service and a method thereof 1016457280000

Japan 

Electronic device, server, and information determination method and program JP5994886
Navigation device and program JP5940009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and program JP5834772
Trading system based on place or action situation JP4981118

Table 5.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restaura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Korea and Japan 

그램이 탑재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식품이 제조된 

이후에 생성되는 물질을 분석함으로써 유통 가능 기간을 예

측하고, 식품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등의 식품 품질정보를 제

공하는 시스템과 QR 코드, RFID 태그, 바코드, 모바일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콜드체인 유통 대상 식품의 객체정보와 상태

정보를 원격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

한 특허가 주를 이루었다. 유통기한 만료 식품을 순차적으로 

표시되도록 제어하거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식품 

매개 병원균을 줄이고, 운송 또는 보관 중 쉽게 산패, 부패하

기 쉬운 고기․생선류, 채소류 등 신선식품의 보관 기간을 연

장하는 시스템, 식품에 부착된 IC 태크 정보에 포함된 ID를 

바탕으로 냉장고 내 수납된 식품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을 관

리하는 시스템 등이 있었다. 그 외, 불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

한 탈취제 또는 향료를 첨가하지 않고도 악취를 일으키지 않

는 식품 포장 인쇄 시스템, 재생 가능한 포장재로 제작한 무

균팩(Tetra Brik Aseptic)으로 포장 후 제조일, 유통기한, 바코

드 등의 그래피컬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계된 제어 시스템 등

이 포함되었다.

2.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

1) 음식점 정보 공유 시스템 관련 특허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 중 음식점 정보 공유 시스템 관련 

특허는 한국 28건(5.2%), 일본 6건(4.6%)으로 분류되었다. 관
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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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System and method for movable food sales by smart device 1016243180000

Method for providing characteristic contents of food using RFID 1010293620000

A lifelog system by using intelligent context-aware 1011941860000

Navigation system for providing types of business search service and method for providing navigation 1008526160000

User customized contents providing method using network user's input position related information 100774379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managing context information with ubiquitous space for a basis 1011861910000

Method and system for processing a search request 1016189970000

System and method for taking order using QR code 1011412040000

Method of order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ordering using terminal and apparatus for using the 
same 1015944450000

Method and system for recommending keyword based semantic area 1014827560000

System and method for shop recommendation and point reserving with linked social network site 1015386180000

Apparatus for restaurant reservation platform system and method for operating the same 1016564570000

Method for searching information based on user's intention and method for providing information 1010425150000

Real-time location-aware recommendations 1016020780000

Order processing method for apparatus using network 100812333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recommending service 101270747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presenting personalized goods information based on emotion, and recording 
medium thereof 100963996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presenting personalized contents inform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cording medium thereof 1009617820000

Japan 

Electronic device, information determination server, and information determination method, program and 
system JP5712526

Method and apparatus for requesting service reservation JP5622801

Staying purpose setimating apparatus, method and program JP5508941

Table 6.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restaurant recommendation, ordering and reserv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주요 특허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 공통

적으로 음식점 정보 또는 소비자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모바일 단말기의 애플리케이션, 블루투스, 무선 AP(Access 
Point) 연결기능 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과 관련된 기술이 있었다.

2) 맛집 추천․주문․예약 시스템 관련 특허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 중 맛집 추천․주문․예약 시스

템 관련 특허는 한국 61건(11.3%), 일본 4건(3.1%)으로 분류

되었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6과 같다.
주요 특허내용으로 한국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와 연동하

거나 인공지능(AI)에 기반하여 개인별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

하는 시스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QR 코드,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실시간 위치 인식 추천 시스템을 이용

하여 업종별 또는 지역별 음식점을 검색하거나 선택 후 주문

하는 시스템, 음식점 내 테이블 현황을 실시간 송수신하거나, 
예약자 위치 정보 및 도착 예정 소요시간 등을 음식점 예약 

중개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 시, 음
식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주문

하고, 완성된 음식을 직접 수령하거나 배달하는 시스템, 음식

점 내 각 테이블에 구비된 터치스크린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주문하는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 있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생활권의 위치 정보와 이용자가 일상적

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검색 결

과를 자동 판단하는 서버 또는 프로그램,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식점의 다양한 서비스를 상호 접속할 수 있는 시스

템, 도로 등의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음식점을 추천하거

나, 메뉴 주문, 음식점 내 시설 및 테이블 예약, 도착 예정시

간 또는 특정 일시를 지정하여 예약하는 등의 식사옵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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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Electronic shopping system utilizing a program downloadable wireless telephone 1006574500000
Electronic trade system for selectively purchasing parts of commodity, and method thereof 1016437200000
Server apparatus, product grouping method, recording medium with computer-readable product grouping 
program recorded thereon and product grouping system 1016402830000

System for ubiquitous smart shopping 1013713260000
Method of providing integrated food delivery information 1015741340000
Server apparatus, product grouping method, recording medium with computer-readable product grouping 
program recorded thereon and product grouping system 1015560320000

System and method for payment of vending machine using portable terminal, and storage medium recording 
program for implementing method thereof 1012542690000

System method for serving and computer readable record medium on which a program therefor is recorded 1010171590000
Apparatus, method and computer program for providing shopping service 1017121340000
Eating-house menu order device and method using foothold pad to detect pressure and touch pad 1016100870000
Method for processing payment by using RFID 1010397290000
System and method for taking order using QR code 1011412040000

System for providing on-line service of electronic catalogue using digital information display and method 
thereof 1010765120000

Automatic machine with function of providing coupons or exchange ticket 1007885940000

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information using QR code 1011640780000
System for mobile payment 1010397270000
Payment processing system using account transfer 1016601210000
Mobile card payment device using NFC tags and payment system having it 1013396610000
Purchas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using a bar code receipt 1016914770000
System and method for food court service 1014865130000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commodity price search of multiple shopping mall by using ID federation 
service 1008350980000

System and method of keeping and receiving a parcel using RFID without receptionist 1007933010000

Food delivery and storage system 1011868190000

Japan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a selectable beverage JP5685083
Electronic ordering system JP4298267
Content creation apparatus, method, and program, and content provision system JP5480427
Work place shopping system, product picking system, and shopping and picking method thereof JP3976508

Table 7.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food purchase and delivery service system in Korea and Japan 

고객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할인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장치 등에 관한 것이 있었다.

3)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 시스템 관련 특허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 중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 시스

템 관련 특허는 한국 136건(25.2%), 일본 5건(3.8%)으로 분류

되었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7과 같다.
주요 특허내용으로 한국의 경우, 인공지능(AI), 유비쿼터

스, 네트워크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상품 정

보 또는 광고를 제공하거나, 전자 카탈로그를 제공하여 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서비스, 소비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복수의 

주문예정 상품에 대하여 상품을 그룹핑하고 기억하는 수단

을 참조하여 상품 정보를 표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 서

비스 등의 내용이 있었다. 또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

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한 인

센티브 가변식 구매권을 제공하거나, 전자쿠폰, 교환권 제공 

기능이 구비된 자동화기기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스마트 쇼

핑 시스템, QR 코드, 영수증의 구매목록을 판독하여 구매상품

의 정보를 관리하고, 재구매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업데

이트를 통해 구매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사용자별 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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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Apparatus and method for servicing personalized food menu and foods purchase able to feedback 1015523390000

System and method for on-line grocery shopping from the social TV video list 1015080610000

Ordering system for calculating best buy units of the required ingredients of the menu 1016895880000

Method and system for offering information of foods and supporting purchase 1016568350000

Internet refrigerator's food auto order system 1006734350000

A system for providing a recipe information modifying the recipe according to the assessment and a 
method thereof 1016875150000

Method of ordering ingredient automatically for healthcare, and terminal and computer-readable recording 
media using the same 1014971300000

Food search in an off-line food point of sales based on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nd the 
installation which checks the department where food was arranged 1010580760000

Server and system for mobile market platform 1015396250000

Food ingredient set on the basis of order dish 1009588770000

Apparatus for food service system 1016563310000

Food cooking system using smart device 1014570870000

Exchanging system of cooking information and method thereof 1010953980000

Guiding system for cooking and method 1011216470000

System for recognizing and providing goods through two-dimensional bar code using camera of cellular 
phone 1009950910000

Food information service method and system using ingredient-based food genealogy network 1014352760000

Off-line web page activated by reading a tag 1009442010000

Food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and method thereof using QR code linked with broadcasting program 1012439910000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food quality information based on location 1016096000000

Table 8.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recipe sharing and food ingredient purchase system in Korea and Japan  

따른 누적된 마일리지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최종 구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마일리지 정산 시스템, 유심(USIM)에 

저장된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RFID 정보와 

연계하는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등에 관한 기술도 포함되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가 시청한 방송이나 광고 등을 통해 

희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사후 판매촉진을 위

해 해당 정보를 기억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 가능한 음료를 제공하는 장치,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쇼핑시스템 등에 관한 특허가 있었다.

3.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

1) 레시피 정보 공유 및 식자재조달 시스템 관련 특허
소비자의 내식, 즉 가정 내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는 소비

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 중 레시피 정보 공유 및 식자재조달 

시스템 관련 특허는 한국 35건(6.5%), 일본 20건(15.4%)으로 

분류되었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8과 같다.
주요 특허내용으로 한국의 경우, 식재료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이력 정보 및 원재료 세부내용을 제공하거나, 제품

의 바코드 또는 QR 코드, 모바일 마켓 애플리케이션, GPS를 

통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식품의 보관량을 감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적 필요량을 

산출함으로써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식재료를 주문하는 시스

템, 사용자의 요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전송 

매체를 통해 레시피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다양한 레시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요리를 손쉽게 조리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손질된 복수의 재료들을 조리순서, 포
장요령 및 보관방법에 따라 서로 분리 포장하는 식재료 세트

에 관한 것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복수의 상이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코드화하여 각각의 식품 또는 라벨, 포장에 적용시켜 식품 정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비자가 식재료의 생산 공정 정보와 

조리과정, 요리완성 단계까지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식재료 

이미지와 함께 요리 레시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특

허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다양한 메뉴의 레시피에 적합한 

식재료 구매와 재고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매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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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Japan 

Printed materials on which cooking recipe information is posted and a method for providing dish recipe 
information JP5907468

Product data processing apparatus and program therefor JP5537678

Information providing apparatus, method, program and system JP5883414

Encoded information system JP5858990

Allergy information checking apparatus, and allergy management method and program JP5966831

Product information providing server apparatus, product information display method, program, and system JP5199289

Material management server, method, program and system JP5182151

Food analysis apparatus, method, and program JP4422072

System and method for evaluating contents in customer sales of cooking recipe JP5178936

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product purchase information via network JP4972638

Cooking support program and system, recording medium, and method for supporting stocking and 
inventory management of cooking ingredients JP4486155

Presentation system of food recipes JP4430832

Label printing method JP5347586

Article information search support apparatus, method and computer program JP4176434

Table 8. Continued

에 대한 알레르기, 식단 정보 등을 영수증 또는 라벨에 인쇄

하는 기술 및 장치 등에 관한 것이 있었다.

2)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어 시스템 관련 특허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 중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

어 시스템 관련 특허는 한국 134건(24.9%), 일본 19건(14.6%)
으로 분류되었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9와 

같다.
주요 특허내용으로 한국의 경우, 사용자 중심의 지능화된 

냉장고 관련 특허가 주를 이루었다. 식품에 부착된 RFID 태
그와 냉장고에 설치된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 저장 

상태, 보관량을 감지하여 주문 요청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거

나, 식재료 및 조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냉장고 디

스플레이부를 통해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감압 저장실

에 수납한 식품 중의 영양성분의 산화 및 열화와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장기간에 걸쳐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장치에 관

한 것 등이 있었다. 그 외 웹서버에 접속 가능한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된 조리정보를 조리장치에 전송하거나, 식재

료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조리를 실행하는 자동 조

리장치, 식품에 부착된 무선식별 태그로부터 식품 정보를 판

독하여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고, 음성 인식 장치로부

터 인식된 음성 제어 신호를 유무선 홈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부 장치로부터 송수신하는 무선 다기능 주방 디스플레이 

장치, 초저온에서 급속 냉동된 어류나 육류 등과 같은 냉동

식품 또는 냉동 식재료를 냉동 전과 근접한 선도로 복원하는 

장치, 사용자가 선택한 설정에 맞춰 조리과정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조리제어기, 음식물의 상태를 감지하여 부패 정도

를 알려주는 장치, 음식의 열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식기, 스팀 오븐의 자동 세척 시스템에 관한 것 등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식품 용기 또는 패키지에 내용물, 조리방법 

등의 정보가 부착된 무선 IC 태그 정보를 읽어 식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조리하는 마이크로파 가열장치, 사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전력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산출

하여 최적 가동 시간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알린 후 전기제

품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

로 식품의 중량, 표면적에 따른 식품 고유의 조리 에너지를 

산출 후 조리순서와 시간을 규정하는 조리용 오븐 및 프로그

램 관련 특허가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과일, 채소, 조미료, 
액상 식품 등을 절단, 분쇄, 교반, 추출액과 잔사를 분리하

는 여과기능을 갖추고, 가열조리 시 영양성분의 산화를 방지

하여 영양가 높은 주스 또는 스프를 조리하는 전동조리기, 요
리 중 식재료에 다다르는 열전달 속도를 제어하는 가열조리

기에 관한 특허 등이 있었다.

3) 식단․영양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 중 식단․영양관리 시스템 관

련 특허는 한국 32건(5.9%), 일본 34건(26.2%)으로 분류되었

다. 관련 주요 특허 목록과 내용은 Table 10과 같다.
주요 특허내용으로 한국의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식단 정보를 등록하면 식단을 평가하거나 영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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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The low-temperature reservoir management system supporting variable operating environment 1014529420000
Method for managing food using RFID technology in a refrigerator 1006419740000

Steam cooking equipment for instant food 1016329700000

A Portable terminal controlling refrigerator and operation method for the same 1015170830000

Refrigerator and control method thereof 1017715900000

Refrigerator having a display apparatus and controlling method thereof 1005682420000

Refrigerator for wireless power transmission to sensor for detecting condition of stored food 1007551430000
Recipe changing method of electric appliance 1013768040000

Remote monitoring system of cold storage using mobile terminals 1012217680000

System and method for smart refrigerator management based on situation-awareness 1012606490000

A food cooking device, an electronic library and methods related thereto 1016444820000

Cooking apparatus, cooking system and cooking control method thereof 1012326120000

Cooking operating method for food cooking device using bar code 1015870090000
Cooking system and controlling method for the same 1012765330000

A smart tableware and a method for controlling thereof 1016874520000

Systems and methods for cooking with a smart cook architecture 1016346280000

Method for executing alarm action for accident signal detection and method for noticing succor signal, 
and communication terminal and mobile communication system of enabling the method 1007255960000

Wireless multi-functional kitchen display apparatus 1008799960000

Network kitchen cluster restaurant system and operating method thereof 1010109590000

Method and device to control for remote controlled gas range 1011334980000
Dispenser for dish washer 1008926720000

Japan 

Sequential cookware and system and cooking method JP5815922

Electric device, electric device control method and program JP5516431

System to cook fried food JP5602277

Cooking oven and related method using multiple cooking techniques JP5129167

Microwave heating apparatus and program JP5076631
Electric cooker JP5076551

Cooking device and method including food identification JP5054510

Induction heating device with machine readable device JP4619373

Method and apparatus for heating an instant foodstuff enclosed in a tray by microwaves JP422782

Control method of cooking equipment operation JP4437212

Liquid food cooker JP4182092

Heating cooker and program therefor JP3960329

Table 9.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kitchen facility and cooking device control system in Korea and Japan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평소 식사섭취 정보와 식습관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식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RF-ID
를 이용한 식단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외에 음식물 용기에 부착된 다중 센서를 이용하거나, 휴대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음식 사진을 이용하

여 식품의 칼로리와 영양가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술 및 

식습관관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 등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 식사 정보, 생활활동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제안하거나, 식품 섭취 

품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양 밸런스를 판정하는 영양

관리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가 주를 이루었으

며, 그 외 사용자가 섭취한 주관적인 식사량에 대해 섭취 칼

로리를 추정․산출하고, 목표 체중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목표 

섭취 칼로리와 비교하여 식사량의 적절성을 제시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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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tle of patent Registration no

Korea

Food evaluation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data of personal character customized dietary ingredient 1016408260000

System for providing meal valuation and method thereof 1015800160000

Menu diagnosis system and method thereof 1007299590000

Food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1010499170000

Development of food calorie index and food nutrition labelling system 1016173890000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recommended menu information 1015214720000

Method for valuating food and recording-medium recorded program thereof 1014666260000

Manufacturing system and method of menu on demand for patient who is required to manage menu 1016529440000

Diet management method using database storing menu of restaurant and system therefor 1007786440000

Automatic calorie calculation method using food image and feeding behavior managing system using thereof 1015623640000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a recommended dinner menu 1016922990000

Apparatus and method for managing feeding behavior using multi sensor 1008926120000

System for providing personalized diet relevance ratio based on personal genome 1015612340000

A nutrition counseling system providing practicable personalized solution 1015740700000

Nutritio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anorexia/growth/diabetes mellitus/weight control, etc using the food 
figures with the wireless tag embedded 1011496230000

Japan 

Information processing apparatus and meal self-management system JP5158843

User information input device, input screen display method and program JP5888306

Nutrition management device and program JP5875339

Calorie calculating device, method and program JP5811752

Menu selection device and menu search system JP5803738

Diet image analysis apparatus, method, and program JP5790080

Dietary management system and program JP5427312

Dietary management system, and food intake change method and program JP5408891

Mission planning apparatus, method, and program JP5050609

Nutrition management support program and system, and nutrition management ability training program and 
system JP4796067

Menu proposal method, program and system thereof JP5751883

Table 10. Examples of registered patents related to menu and nutri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Japan

용자가 섭취한 식단의 사진을 해석하여 식사량을 계측하는 

기술 및 장치 등에 관한 것이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특

허기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지적재

산권 확보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

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대한민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푸드테크 관련 

총 669건(한국 539건, 일본 130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

였으며, 수집된 특허는 식품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제
조․가공․유통’, ‘판매․마케팅’, ‘소비자 사용 지원’으로 분

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총 분석 대상 특허의 41.7%가 판

매․마케팅 관련 특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사

용 지원 관련 특허(37.3%),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21.0%) 
순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

가 5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조․가공․유통 관

련 특허(32.3%),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11.5%) 순으로 나타

났다. 특허 분류 분포상의 국가별 유의적인 차이 유무를 검증

한 결과, ‘제조․가공․유통’의 경우, 한국은 ‘식품 품질관리’
가, 일본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와 ‘위생관리 및 위해

성분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p<.05). 이
어 ‘판매․마케팅’의 경우, 한국은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
가, 일본은 ‘음식점 정보 공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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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소비자 사용 지원’의 경우, 한국은 ‘주방 설비 및 조

리장치 제어’가, 일본은 ‘식단․영양관리’가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맛집 추천, 주

문․예약을 지원하거나, 구매 지원과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푸드테크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식단과 영양관리, 식
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분

야에서 특허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전반적인 특허등록 건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많은 편

이었지만, 세부 기술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식품 제조, 가공 
관리,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관리, 식단․영양관리, 식
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 관련 특허는 상대적으로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의 생산, 조
리/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관점

에서 한국과 일본의 푸드테크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향후 푸드테크의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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