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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ENT 21

1. 특허평가의이해

지식기반경제에서성장의원천이천연자원, 노동등자

원중심에서과학기술, 디자인등을토대로한지식재산으

로변화되고있으며동시에어떤분야이든세계적인경쟁

력을갖추어야살아남을수있는 로벌경쟁시대가되었

다. 이러한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

으나그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지식과기술이라할수

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상품화되어 좋은 결

실을보게된다면엄청난부의창출로연결될수있기때

문이다.1)

이러한지식기반경제에서무형자산이창출해내는부가

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요 수단이 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평가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무형자산평가를위해국내·외많은평가기관들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모델 및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중이다. 

특허평가를다루기위해서선행되어야할부분은기술

평가의개념을인지해야한다. 왜냐하면특허평가는기술

평가의부분적인의미이기때문이다. 기술평가는기술의

개념과 평가의 개념이 합성된 것이다.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

인,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지식재산인기술및디자인, 기술정보, 기타의기술등

지식재산권을포괄하는개념2)으로되어있어기술평가의

대상이되는기술범위에특허가포함되어진다는것을알

수있다.

특허와같은지식재산의가치를결정하는작업이왜중

요한지에대해Griliches(1990)의정의를인용하면, 특허

란 공인 정부 기관이 특정 장치·기구 혹은 프로세스에

대하여 법에 명기된 기간 동안 생산이나 사용에 있어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 음을 보여주는 서류이다.3) 특허

제도를 통해 발명가에게 한시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

품목의생산및신규프로세스의운용에필요한정보들을

조기에공개하도록강제함으로써, 발명및기술발전을장

려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경제의성장을도모하기위한최적의지식재산권정

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관련된다양한과학적혹은수량적증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기업이나 투자자들 역시 기업의 공정

한가치를결정하기위해이러한무형자산에대한적절한

K-PEG 온라인 상용서비스 오픈기획1

K-PEG 온라인
상용서비스 오픈

류 장 환
국가R&D및특허평가팀

1) 특허청, 기술평가를 활용한 특허관리전략 매뉴얼, 2007, 특허청장 발간사 발췌.
2) 기술이전 촉진법 제 2조.
3)원문: A patent is a document, issued by an authorized governmental agency, granting the right to exclude anyone else form the production or use of a specific new device,

apparatus, or process for a stated number of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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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필요로한다.4) 이러한이유로특허평가의중요성

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

2. 특허기술평가기관의국내·외동향

가. 국내

현재우리나라는무형자산에대한평가를발명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

로다수의기술이전·평가기관들에대한인증및지정을

수행하고있다. 

특허청은2007년우수발명의사업화를지원하기위해

발명의평가기관을활용하여특허권자가기술성·사업성

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 주

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사업은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지원사업과기술금융연계평가수수료지원사

업으로구분되어시행된다. 이러한사업은발명진흥법에

의해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9개 기관들에서 평가

보고서를작성하여의뢰인에게제공하고있다. 

특허기술사업화평가수수료지원사업은기술인증과사

업타당성분석등의평가를위해연3회(2월, 4월, 6월)에

걸쳐평가수수료를지원하고있으며, 기술거래용평가에

대해서는기술거래계약진행중임을증명하는경우매월

수시지원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아울러기술력이우수한중소기업에사업화자금을지

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가치 평가금액 이내에서 특허담

보부로 사업자금을 대출/보증하는 기술금융연계 평가수

수료 지원사업은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연

중수시로운 하고있다. 그외에도동기관은동사업을

통해 2006년 사업과 비슷한 규모인 총 500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을지원하고있다.5)

하지만, 국내의경우대부분가치평가방법을바탕으로

한전문가방식의기술평가가이행되고있으며, 온라인을

통한실시간특허평가서비스를지원하는곳은조사되지

않았다.

나. 해외

■미국

미국에서는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를 실시

하는 기관으로서 전문평가회사와 회계사무소가 있는데

대규모 감정평가전문회사인 미국감정평가협회

(American Appraisal Association: AAA) 및 지역적,

분야별로한정된감정회사가상당수있고개인적인차원

에서 평가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회계사

무소가감사업무이외에기술감정평가등주변서비스업

무로 역을확대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도국방성, 법무성, NASA 등의기금

으로 설립되어 연방정부의 연구결과를 산업계 등에 이

전·연계하기 위한 기술이전기관으로 이전에 필요한 기

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국립기술이전센터(NTTC: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를 설치, 운

하는등기술이전및기술평가전문기관을체계적으로정

비된시스템하에서운 하고있다.6) 또한, 일정규모이상

의연방연구소는기술이전사무소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

할뿐만아니라각사무소를연결하는연방연구소컨소시

움(FLC: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을 결성하여기술정보의유통, 기

술평가, 기술이전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있다. 

이들은 Bayh-Dole Act, Stevenson-Whydler Act,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ct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500개 이상의 전문기업, 기

술브로커, 컨설턴트가 리를목적으로활동중이며이들

또한 기술이전협회(TTS: Technology Transfer

System)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유통, 기

술이전, 기술평가를수행하고있다.7)

4) 연태훈, 특허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3면.
5) http://www.kipo.go.kr
6) NTTC의 평가팀은 엔지니어, 기술이전전문가, 특허상담원, NTTC직원 및 기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내용은 기술적인 장점, 제조가능성, 전용사용권, 각종 규제문제, 경쟁환경, 시판시기,

시장성, 필요한 조직, 기술적 장애요인, 투자에 대한 이익 등 매우 포괄적이다. 이 기관은 미국 전역에 걸쳐 6개의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를 설치하고 연
방정부가 지원한 연구소·대학의 연구결과를 산업계, 벤처투자자 등에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기술정보유통, 기술평가, 기술이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7) 지식재산논단,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 고찰(상), 31면, 특허청 김희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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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미국에서는특허평가온라인서비스를통해주목

을 받고 있는 특허업체가 있는데 OceanTomo社와

PatentCafe社사이다. 기술평가에서특허에대한평가가

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점을감안하여통계적인기

법과평가시스템을통해객관적인특허평가서비스를제

공하고있다.

OceanTomo社는 IP분석, 관리, 컨설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우수 특허를 선별하는 지식재산지표(IPQ,

Intellectual Property Quotient)를 미국 500대 기업에

제공 중이며, 현재 회귀모형을 이용한 특허평가 모델을

특허출원 및 등록하 으며,8) 특허경매 및 OT300이라는

특허지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OceanTomo社

의특허기술평가방법은특허공보에있는서지정보를활

용하여통계적으로우수한특허가갖는중요특징들을도

출하여각각의특허들을점수및등급화함으로써평가를

수행한다. 5개 그룹의 8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지

표를도출함으로써점수화및등급화(A+~ C-)하여최종

보고서를자동으로작성하고인터넷을통해고객에게제

공한다.

PatentCafe社는특허검색, 특허기술평가, 특허기술거

래등을서비스하는회사로서특허기술평가에대한통계

적접근을통해평가보고서서비스가수십분이내에가능

하다. PatentCafe社의 특허기술평가방법은향상된잠재

의미분석(LSA: Latent Semantic Analysis)과대량특허

분석(다변회귀분석, 계량경제학, 인용 및 서지정보분석)

을통해특허기술을평가한다. 크게 3개부문(권리성, 상

업성, 기술성)에서 특허를 평가한 후, 부문간 Total

Patent Factor를 도출하여점수화하는등급평가를수행

중이다. 

■일본

일본은 기술평가기관으로 통상성 산하“공업기술진흥

협회”내에 기술평가정보센터(Center of Technology

Assesment: CTA)를 1995년 8월에 설립해서 운 하고

있으며통산성과민간기관, 회계사, 변리사들이공동으로

“지식재산권연구소”내에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방법연구

회등을설치하여기술평가기법을개발하고있고일본개

발은행, 제일권업은행, 스미토모은행 등이 자체 또는 전

문기관과제휴하여기술평가및지원을하고있다. 

통상산업부산하에서기술유통·이전의종합적역할을

담당하고있는“일본테크노마트재단”은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특허 등 기술라이센스 정보를 총괄하여

13개전국지부를활용하여은행, 증권, 기업등회원사와

연계하고있다. 그리고“신기술사업단법”, “대학등의기

술연구성과 민간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통상산업부 산하 (재)일본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술평가

센터(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 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무소를 설치하여 민간의

기술평가및기술이전을촉진하고있다.9)

일본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전략적인 활용과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표준 방법이 필요

하 고, 1999년 4월에특허평가지표가발표되었다. 특

허평가지표는기술이전의실무에종사하는기술이전중

개사업자뿐만아니라특허보유기업, 대학 TLO, 국·

공립 연구기관, 그리고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권 등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사용도 고려되었다.

평가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이“권리고유”, “이전 유통

성”, “사업성”등의 3개 분야의 항목을 각각 점수로 변

환하여 평가한 것을 기초로 종합평가를 산정하는 구조

를갖고있다.10)

근래일본은지식재산에대한가치평가가신문및판례

등에서화제가되는경우가많이생기고있다. 또한기업

의가치중유형자산을제외하면무형자산의대부분을차

지하는지식재산의가치평가와지식재산관련정보의개

시에대한수요가늘어나고있다.

최근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적으로특허평가서비스를하고있는 IPB社가주

목받고 있다. 일본의 컨설팅회사인 IPB(Intellectual

Property Bank Corp)에서는『특허의 질』을 공개된 특

허정보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판정하는 PatentAtlas

K-PEG 온라인 상용서비스 오픈기 획1

8) US 6,556,992, Jonathan A. Barney, 2003.3.29.
9) 지식재산논단,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 고찰(상), 33면, 특허청 김희곤 사무관.
10) 일본,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에 관한 조사연구, 2004, 문부과학성.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시스템을개발하여서비스하고있다. 여기에는특허심사

수속에관계되는정보와특허명세서의내용중통계처리

가 가능한 정보 등을 통해 전체 또는 개별특허를 점수화

한것이다. 산출된점수는「A+++」로부터「C––」까지의

최대12단계로구분하여특허의질의높고낮음을측정하

고 있다. IPB社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평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K-PEG11)을활용한특허가치평가방법

K-PEG 시스템은국내등록특허를대상으로평가하는

방법으로한국특허에만적용될수있도록만들어진시스

템이다.

가. 연구개발배경및경과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는 2006년 말까지 누계 164

만건이넘어서고있으며, 매년 16만여건의특허가새롭

게 출원되고 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특허에 비해 기술

이전이나라이센싱등의시장은아직도활성화되지못하

다. 또한, 특허평가시장역시정부가주도하는사업이

외에는 민간 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이처럼 특허평가방법이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

게두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객관적평가방법의부재다. 기술가치평가라는것

이기술이가지는미래의기대수익을현재의화폐가치로

만들어야하기때문에주관적이고, 평가의목적과평가자

에따라결과값이달라질수있다. 둘째, 대량의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다. 통상 기술가치평가를

위한비용은최소300만원~2,000만원에달해대량의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특허를 모두 평가하는데

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모되기때문에효용가치가떨어

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대량의 특허를 짧

은시간내에평가할수있는새로운시스템개발이요구

되었다.

통계분석을활용한특허평가방법은미국, 일본등의선

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한국

특허정보원은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산실사를 목적으로

한평가시스템개발에착수하 다.

’05년에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

하 으며, ’06년부터본격적인특허평가시스템연구개발

을착수하 다. 이후평가요소와평가모형을개발하고내

부 검증작업을 수행하 으며, ’06년 하반기에는 평가결

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기업체, 평가기관 등과 공동연

구를착수하 고, 수차례걸친실무적용검증과수정작업

을거쳐’07년 8월에특허평가시스템(K-PEG)개발을최

종완료하 다.

나. 시스템구성및특징

K-PEG은우리나라에등록된특허총 74만여건중에

서평가대상특허와유사한특허를추출해이들의특허품

질을비교ㆍ평가하는것으로설계되었으며, 평가의객관

성을높이기위해개별특허의청구항, 특허소멸시기, 인

용정보등의자료를추출하여통계적인방법으로계산할

수있는시스템이다.

K-PEG에의해산출되는평가결과는평가대상특허에

대한평점과등급으로계산된다. 평점은 100점이평균이

되도록조절되었으며, 평점이높을수록특허의가치가높

음을의미한다. 등급은최고등급S등급부터최저등급C2

등급까지총9등급으로분류된다.

K-PEG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등록특

허 데이터베이스, 텍스트마이닝, 평가요소, 통계처리모

듈, 데이터 관리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평가시스

템은 등록특허로부터 공개된 모든 특허정보자료를 대상

으로 하며,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등록특허에

대한 형태소분석을 거친 후, 평가대상과 유사한 기술 내

용의특허를추출하여유사특허리스트를작성한다. 유사

11) Korea - Patent Evaluation & G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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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리스트를 대상으로 20여개의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평가모형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고, 회귀분석법을이용

하여 종합평가지수(R-SCORE)를 계산해낸다. 이러한

요소들을거친후평가보고서의산출이이루어지도록되

어있다.

K-PEG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①대량의 특허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며, ②전담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특허정보 업데이트(한국등록특허를 비롯한 한국공개특

허, 미국특허, 일본특허등특허전반에걸친모든데이터

에 대한 DB 구축)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점이며, ③우리나라특허문헌에인용정보가없기

때문에유사특허를찾아내기가매우어려웠던것을텍스

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④

마지막으로유연성있는시스템으로구축되어있기때문

에, 추가 평가요소 삽입과 평가항목에 가중치 조정이 가

능하다.

[K-PEG 시스템 기능도]

4. K-PEG 온라인서비스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은 특허기술의 평가

및거래시장의활성화를위해자체개발한특허평가시스

템인K-PEG에대한온라인상용서비스를오는8월중에

오픈한다. 국내최초로특허기술에대한평가를온라인을

통해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상용서비스라는점에서

의미가크다.

지난해 9월 개발된 K-PEG을 통해 본격 시작된 정보

원의 특허평가서비스는 그동안 오프라인 신청으로만 이

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않고 24시간특허평가정보를이용할수있게된다.

전문가에 의한 특허평가는 고비용과 장시간의 평가기간

이요구되어시장형성에저해되는단점을가지고있었으

K-PEG 온라인 상용서비스 오픈기획1

Sub 시스템 시스템 기능

등록특허
데이터

●등록특허로부터 공개되어있는모든특허정보자료

→ (서지사항, 명세서 기술내용, 청구항, 심사처리정보등)

통계처리
●평가모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회귀분석법을

사용해종합평가점수(R-SCORE)를 계산

데이터
관리기능

●보고서 출력
●데이터 입력-수정-삭제-보호 관리 기능

텍스트
마이닝

●한국등록특허에 대한형태소분석
●평가 대상특허와 유사한기술내용의특허를추출
●유사특허 리스트제공

평가요소
●특허등록 유지·소멸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가지는평가요소선정

→전체 20여 가지의 평가요소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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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PEG 시스템은이러한단점을극복하여대량의특

허를단시간에평가할수있는특징을갖고있다.

또한, K-PEG의 평가결과에 대해 서울대 경제연구소

에의뢰하여객관적인검증을받았으며, 전문가에의해서

선정된우수특허의특성을분석하여해외특허출원시사

전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평가모

형을 개선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계속높여가고있다.

이번에오픈된온라인특허평가서비

스는 그동안의 오프라인 평가서비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제시된 구

성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의뢰

자의 평가목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로 개선하여 제공된다. 이용자는 자신

이보유하고있는등록특허에대한출

원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한 신청절차

에거쳐웹상에서자신의특허에대한

점수와등급을확인해볼수있다.

K-PEG 서비스는 특허청에서 주관

한 특허경매, 미활용특허 평가 등에서

우수특허 선별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

용되었고, 대학 및 정부출연(연)의 성

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R&D에서나온특허에대

한 질적평가 지표로도 활용되어지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8월에 오픈될

한국특허정보원 K-PEG 홈페이지

(http://kpeg.kipi.or.kr)에서 확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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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경제, 산업과관련된통계는물론과학과기술에관한다

양한 국제적 통계자료들을 수집,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

다. 특히 특허통계는 자료의 일관성과 포괄성 등으로 인

해과학기술에관한통계중에서도중요한위치를차지하

고있으며, OECD에서는그동안특허통계자료의수집과

통계작성에관한기준을마련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

왔다. 이번 에서는 OECD가 특허통계 분야에서 그 동

안추진해왔던다양한활동들의내용과연구성과들을간

략히소개해보기로한다.

Patent Statistics Task Force

OECD는 국제기구로서의 특성상 많은 활동들이 회원

국기관들과의협조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특허통계에

관한활동또한예외는아니어서, 특허와관련된여러기

관들과긴 한협조체계를이루고있다. OECD의특허통

계 태스크 포스에는 유럽통계청(Eurostat)1), 유럽특허청

(EPO), 일본특허청(JPO),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

미국특허청(USPT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참여

하고있다 (OECD).

OECD 특허매뉴얼(OECD Patent Manual)

OECD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매뉴얼들을 발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통계적 측정 기준

을제시하기위해작성된매뉴얼들은Frascati Family로

불린다. 특허통계에관한OECD의매뉴얼인「과학기술지

표로서 특허 데이터의 활용-특허 메뉴얼 1994」는

Frascati Manual 중하나이다2) (OECD, 1994).

1994년에발간된OECD 특허매뉴얼은특허통계작성

을위한배경지식이되는특허제도와법률체계에대한내

용에서부터특허정보에담겨있는다양한정보항목과특

허분류체계에대한소개는물론, 특허정보에접근하기위

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특허정보에 대한 정량

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지수 등 특허통계와 관련된

포괄적인내용을다루고있다.

이 특허 매뉴얼은 처음 발간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에

도그유용성이여전하지만, OECD에서는특허제도의변

화와그동안의연구성과를반 하기위해새로운개정판

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여러 총국들(Directorate Generals, DG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DG는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Eurostat은‘General Services DGs’그룹
에 속하는 총국이다.

2) Frascati Family에 속하는 매뉴얼에는 Patent Manual 이외에 Frascati Manual, TBP Manual, Oslo Manual 및 Canberra Manual이 있다. Frascati Manual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의 방법과 기준에 관한 매뉴얼이고, TBP Manual은 국가간의 기술무역에 관한 TBP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이
다. Oslo Manual은 혁신활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Canberra Manual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매뉴얼이다.

8 PATENT 21

OECD의 특허통계기획2

홍정표
국가R&D및특허평가팀

OECD의 특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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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OECD, 2008). 이번개정판은 1994년판과비

교해볼때기본적인골격은크게변하지않았으나, 특허

통계의기준을보다세부적으로제시하는틀과내용으로

구성됨으로써, 국제적으로통일된기준을제시한다는매

뉴얼본연의목적에더부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허수계산의기준

특허통계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특허가‘언제’, ‘어디에서’발생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

한기준을정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특허는출원이이루어진후, 공보를통해대

중에게공개되고, 심사를거쳐특허성이인정된경우에는

등록이되는절차를거친다. 여기에덧붙여국제조약과각

국의 특허법에서는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거나 개량된 발

명의 내용을 최초의 발명에 더하여 포괄적으로 보호받기

를원하는발명자또는출원인이이러한절차를밟기위해

소요되는시간의경과로부터증가되는특허거절의위험을

피할수있도록우선권주장이라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

놓고있다. 결과적으로하나의특허가언제발생하 는가

는우선일,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중하나의시점을선택

하여정해질수있다. OECD에서는이들중우선일을통

계의 시간적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OECD가 특허통계를 작성하는 이유와 접한 관계가 있

다. OECD는특허통계작성의최우선적인목적을과학기

술분야에서이루어지는연구개발활동의현황을파악하는

데두고있다. 이러한통계목적을고려하여볼때 OECD

는여러가지가능한시간적기준들중에서연구개발활동

이 이루어진(발명이 완성된)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을

선호할수밖에없으며, 우선일을연구성과가발생한시점

과가장근접한시점으로파악하고있는것이다.

‘언제’특허가 발생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어디에서’발생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

하다. 이러한 기준은 크게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중에서

하나를선택함으로써정해질수있다. 발명으로부터발생

될수있는독점적권리는일차적으로발명자에게발생되

지만, 현실적으로기업과연구기관에서이루어지는발명

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권리가 기업과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되고있다. 이때기업과연구기관은출원인또는특

허권자로불리며, 이러한이유로많은특허들은발명자와

출원인 또는 소유권자가 다르다. 이러한 경우 OECD는

특허의발생지점을발명자정보를통해파악할것을권고

하고있다. 그이유는앞서언급하 던바와같이OECD

특허통계의주목적이연구개발활동의현황을파악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허의 소유

관계보다는특허의내용을구성하는발명이실제로이루

어진지점에더주목할수밖에없다.

발명자정보를통해특허의발생지점을파악하는경우

에도고려해야할문제가있다. 많은경우하나의특허에

는둘이상의발명자가연관되어있는데, 둘이상의발명

자가존재하는경우, 특허수의계산을어떻게할지가문

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특허에 관련된 발명자가 4명이

있고, 이중한국거주자가2명, 미국거주자1명, 일본거

주자가 1명일 경우 이 특허를 국가별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는 발명자의

정보를이용하는것으로서한국에거주하는발명자가첫

번째발명자로기재되어있다면, 한국에특허 1건을더하

고, 나머지국가에는가산하지않는방법이다. 두번째방

법은한국에2, 미국에 1, 일본에 1을가산하는방법이고,

나머지하나는특허수를발명자수로나눈분율인 0.25

를각국가에가산하여한국에 0.5, 미국에 0.25, 일본에

0.25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중복적인 가산을 피하기 위

해 OECD는 세 번째 방법인 분율가산 방식을 사용할 것

을권고하고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와 장단점들은

OECD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으며 (Dernis,

Guellec, & Pottelsberghe, 2001), OECD에서는지금까

지발간한다양한특허통계에관한보고서와새로운특허

매뉴얼개정판초안을통해앞으로도이러한기준을사용

할것임을확인하고있다 (OECD, 2008).3)

3) OECD 특허 매뉴얼 개정판 초안에서는 PCT 출원과 특허 패 리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PCT 출원의 절차는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누어진다. 국제단계는 실제로는 앞
으로 출원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뿐이며, 많은 경우 국내단계로 진입되지 않거나, 진입하더라도 소수의 국가에 대해서만 진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제단계에 있는 출원들을 모두 통
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단계로 진입한 출원들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생각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입까지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30개월 이상
의 기간으로 인해 최근 통계자료의 불완전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최근의 PCT 출원 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관한 자세
한 사항은 Dernis (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특허 패 리와 관련된 문제는 이어 삼극 패 리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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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극특허패 리(Triadic Patent Families)

개별국가의특허출원통계는몇가지중요한단점들을

가지고있다. 대표적인것은자국우위에의한오류(home

advantage bias)의 문제이다. 그 밖에도 개별 국가들의

출원 데이터를 통계작성에 사용할 경우에는 복수가산의

문제, 특정국가간의특수관계로부터발생되는오류, 개

별 특허간의 가치 불균등으로 인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2005). OECD는이러한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삼극특허패 리라는개념을도입하고있

다(Dernis & Khan, 2004).

보통사업적으로중요한특허들은자국뿐만아니라외

국에도출원하여지역적인보호범위를넓히게된다. 이것

은 특허제도의 속지주의 원칙 때문이며, 이렇게 하나의

발명이여러국가에출원됨으로써형성되는집합을특허

패 리라고 한다4). 삼극특허 패 리는 특허삼극, 즉 미

국, 유럽, 일본에특허권요청의절차가진행된특허의집

합을 의미한다5).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개념으로보이지만통계를작성하기위해서는몇가지중

요한기준들이정립되어야한다.

우선유럽의지역적정의를어떻게해야하는가의문제

가있다. 일본과미국은개별국가이지만, 유럽은지역의

개념이다. 따라서지역특허청인유럽특허청뿐만아니라

개별국특허청들이존재한다. 유럽에출원된특허라는개

념을어떻게정의해야할까? OECD는 이문제에대해 3

가지의 정의를 가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지

역의출원을유럽통계청에출원된것으로한정하는방법

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결론짓고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하나의 특허출원이 여러 개의 우선권

주장을수반할수있으며, 반대로하나의우선권주장기

초 출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우선권 주장 출원이 이어질

수있다는사실로부터발생된다. [그림 1]에서볼수있는

바와같이우선권주장의최우선출원인P1, P2, P3가있

을 경우, 이 출원의 집합들에서 파악되는 패 리의 개수

는일반적으로3개로파악된다.6) P1은U1, J1, E1과함께

하나의패 리를형성하고, P2는 U1, U2, J2, E1, E2와

하나의 패 리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P3는 U2, E3,

J3와 패 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이러한

일반적인개념보다패 리의개념을더넓히고있다. P2

와 P1은 E1과 U1을 매개체로하여간접적으로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까지도 하나의 패 리로 간주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림 1]에

표시된 모든 특허들은 하나의 패 리로 압축되게 된다.

OECD는 이러한 개념을 통합적 특허 패 리

(Consolidated Patent Families)로 정의하고, 삼극특허

통계의기준으로삼고있다.

통계를위한다양한분류들

특허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IPC는 분류체계의 주 목적

이특허심사를위한선행기술조사에있기때문에, 다양한

통계요구를만족시키지못한다.

과학기술과경제산업통계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것

은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특허자료를 다양한 경제,

산업, 과학기술통계자료들과연계하여활용하기위해서

는특허데이터를표준산업분류에따라분류할수있어야

OECD의 특허통계기획2

4) 특허 패 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최초 출원과 그와 관련된 해외출원들의 집합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5)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발명이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에 출원되고, 미국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은 출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출원 공개제도가 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거

의 데이터들을 통해서는 등록되지 않는 출원 통계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6) [그림 1]에서 J, E, U로 표시된 것은 각각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출원된 것과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그림 1> 통합적 개념의 특허 패 리



11PATENT 21

한다. 이러한이유로지금까지특허분류와산업분류를연

계시키기위한다양한시도들이있어왔다. OECD에서는

캐나다특허청의분류정보를바탕으로작성된 YTC(Yale

Technology Concordance)를 개량하여 OTC(OECD

Technology Concordance)를 작성한 바가 있다

(Johnson, 2002). 그러나 최근 OECD STAN 데이터베

이스의일부분인ANPAT 데이터베이스에는독일의프라

운호퍼시스템및혁신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FhG-ISI), 프랑

스의 과학기술통계국(Observatoir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 OST), 국서섹스대학의과학기술정

책연구소(Science and Policy Research Unit, SPRU) 3

개기관이EC의지원아래작성한연계표가이용되고있

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OECD, 2008).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르는 총괄적인 분류 이외에

OECD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과 같은 특수한

기술분야에관한분류기준들을제시하고있다.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경우, 통신(Telecommunications), 가전

(Consumer electronics), 컴퓨터·사무용 기기

(Computers, office machinery), 기타(Other ICT)의 4

그룹으로나뉘어있으며, 각각의그룹에는관련되는 IPC

서브클래스들이연결되어있다. 생명공학기술은하위분

류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IPC 서브클래스들의 집합을 제시하고 있다

(OECD, 2007).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정보

통신이나 생명공학 기술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노기술은그기술의특성이나노미터라는크기의단위

와 관련된 것으로서, 응용분야나 사용되는 소재, 적용되

는 기술의 내용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능과

용도의특성에따라분류항목들이정해져있는 IPC 체계

를 사용해 나노기술을 분류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이러한이유로유럽특허청에서는자체적인분류체

계인 ECLA 내에 Y01N 이라는 분류항목을 별도로 만들

어유럽특허청이정의하고있는나노기술에해당되는특

허에대해이분류항목을표시하고있다7). OECD는현재

나노기술에대한특허통계를이정보에의존하여작성하

고있다. 이 밖에도 OECD에서는환경기술, 우주공학분

야에대한통계도작성하고있다(OECD, 2007).

연구개발활동의국제협력에관한측정지표

OECD에서는 특허자료로 계산된 다양한 지수들을 통

해연구개발활동의동향을파악하고있다. 이중에서국

제적협력활동의현황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는지수는

크게2가지로구분된다.

첫째, 발명자와소유권자의주소지정보를통해국제적

인 수준에서의 발명활동과 소유권의 분리 현황(Cross-

border Ownership)을 파악한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는데, 첫번째는자국내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7) 유럽특허청은 2003년에 나노기술에 대한 실무작업반(nanotechnology working group, NTWG)을 구성하여 키워드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약 2천만 개의 문서에서 선별된 9만개 가량의 특
허와 비특허문서에 Y01N 분류코드를 표시하 다. 유럽특허청 이외에 미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도 자체적인 분류체계인 USPC와 FI 시스템에 나노기술에 대한 별도의 분류항목을 운 하고 있다
(Igami & Okazaki, 2007).

<그림 2>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기술분야에 대한 OECD의 분류기준 (OECD, 2007)

Patents in the ICT sector can be split into four fields, based on selected IPC codes:
Telecommunications:

~G01S, G08C, G09C, H01P, H01Q, H01S3/(025, 043, 063, 067,085, 0933, 0941,103, 133, 18, 19, 25), H1S5, H03B, H03C, H03D, H03H, H03M, H04B,
H04J, H04K, H04L, H04M, H04Q₩

Consumer electronics : ~G11B, H03F, H03G, H03J, H04H, H04N, H04R, H04S₩
Computers, office machinery:

~B07C, B41J, B41K, G02F, G03G, G05F, G06, G07, G09G, G10L, G11C, H03K, H03L₩
Other ICT :

G01B, G01C, G01D, G01F, G01G, G01H, G01J, G01K, G01L, G01M, G01N, G01P, G01R, G01V, G01W, G02B6, G05B, G08G, G09B, H01B11,
H01J(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40/, 41/, 43/, 45/), H01L.

Patents in biotechnology:

~A01H1/00, A01H4/00, A61K38/00, A61K39/00, A61K48/00, C02F3/34, C07G(11/00, 13/00, 15/00), C07K(4/00, 14/00, 16/00, 177/00, 19/00), C12M,
C12N, C12P, C12Q, C12S, G01N27/327, G01N33/(53 , 54 , 55 , 57 , 68, 74, 76, 78, 8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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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루어진발명활동의성과가타국의소유권자에게귀

속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반대로

타국에서이루어진발명의소유권이자국에귀속되어있

는현황을살펴보는것이다. 이와같이국경을초월한연

구개발 활동과 성과의 분리 현상은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및기업합병은물론, 투자대비성과의극대화를위

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다양한 R&D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연구활동의국제적인협력관계를파악

하기위해 OECD에서는발명자의주소지정보를이용하

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발명(Co-

invention)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소유권의 공유관계

는 출원인 또는 소유권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발명활동의협력은발명자정보를통해

파악하는것이합리적이며, OECD의특허통계는실제국

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활동을 측정하는데 일

차적인목적이있기때문에발명자주소지를통해국제협

력의수준과강도를파악하고있다8).

특허통계보고서

OECD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라는 명칭으로 특허통계 보고서를 발

간하고있다. 이보고서에는앞서설명한삼극특허통계,

기술분야별 통계, 국제협력에 관한 통계를 비롯해 지역

별, 기관성격별통계등이담겨있다. 이보고서의통계들

은지금까지OECD에서발간한각종통계작성에관한보

고서에포함된통계의방법과기준들을적용한결과들을

반 하고있으며, 국제적수준에서국가단위의특허활동

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에서는 이 보고서를 PDF 형식의 파일로 제

공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각종 차트와 데이터를

XLS(마이크로소프트엑셀파일형식) 파일로제공하고있

다. 이파일들은OECD Website에서입수가가능하다9).

특허통계데이터베이스

OECD에서는 다양한 통계 수치들을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허통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각종 경제,

산업 관련 통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내에 특허와 관련

된 통계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온라인 서

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통계항목은 국가별-기술분

야별통계, 국가별-USPC(미국특허청분류체계)별통계,

국제협력에관한특허통계등이며, 앞으로온라인으로확

인이가능한통계항목의범위는계속확대될것으로기대

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 [그림4]와같이사용자의선택

에의해두가지통계량간의관계를쉽게파악할수있도

록하는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OECD에서는 각종 통계 보고서의 작성과 통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

하고있다. 그러나이데이터베이스들은OECD에서독자

적으로구축하고있다기보다는많은부분들이PATSTAT

과 같은 유럽특허청의 통계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

고있다. 현재OECD는특허통계와관련된데이터베이스

운 과 활용에 있어서 유럽특허청과 가장 접한 관계를

맺고있는것으로보인다. PATSTAT 자료를이용해작성

OECD의 특허통계기획2

8) Guellec & Pottelsberghe (2001)는 여기에서 설명된 세 가지 지수를 각각 SHIA, SHAI, SHII라는 명칭으로 설명한다. SHIA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중에서 타국 소유권자가 개입되어 있는
발명의 비율을 의미하며, SHAI는 한 국가 내의 거주자가 출원한 발명 들 중에서 타국의 발명자가 개입되어 있는 출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SHII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중에서 타국의 발명
자가 개입되어 있는 발명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지수들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하나의 특허에 대해 발명자와 출원인(소유권자)이 여럿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방법의 경우의 수 또한 여럿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uellec & Pottelsberghe (2001)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의 기준은 분율가산법(fractional counting)을 사용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IA는 자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성과가 타국으로 흘러나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다.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식에서 분자성분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국 소유권
자(출원인)가 관계되어 있는 자국 발명자로부터 발생된 특허(출원) 수가 되는데, 이 값은 분율가산법(fractional counting)으로 계산된다. 분모 성분은 자국 발명자에 의해 발생된 특허(출원) 수 전체를
의미하며, 이 값 역시 분율가산법(fractional counting)으로 계산된다.

9) OECD 특허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http://www.oecd.org/document/41/0,3343,en_2649_34451_40813225_1_1_1_1,00.html) 

<그림 3> OECD온라인통계서비스중기술분야별특허통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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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삼극특허 패 리(Triadic

Patent Families), 출원인과발명자의지역정보를중심으

로구성된 REGPAT, 유럽특허청과 PCT 출원 공보에 포

함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인

용정보(Citation) 데이터베이스가있다. 이들에관한자세

한 정보는 Dernis & Khan (2004), Maraut, Dernis,

Webb, Spiezia, & Guellec (2008), Webb, Dernis,

Harhoff, & Hoisl (2005)에서확인할수있다.

OECD 통계의특성과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OECD에서는 특허통계와

관련된여러연구성과들을통해국제적으로통일된통계

자료가 작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현재

OECD가제시하고있는기준과통계작성의방법들은매

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허

통계작성에관심이많은이들에게매우유용한정보들임

에는틀림이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 또한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다. OECD에서

작성하고있는통계들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그주목

적이연구개발활동의현황을국제적인수준에서파악하

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활동보다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의발생에더주목하는분석가에게는우선일기준

의 OECD 통계보다 등록일 기준의 통계 결과가 더 유용

할수있다. 또한Dernis & Khan (2004)이언급한바와

같이 유럽특허청만을 유럽지역의 출원으로 간주하는 삼

극특허패 리통계는개별국출원루트를선호하는국가

를상대적으로과소평가할가능성이있으며, 대표적인국

가가 한국이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OECD가

ANPAT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고 있는 표준산업분류

연계방식도나름대로그가치와유용성은인정되지만, 우

리나라의산업적특성을고려했을때에도적용이가능한

것인지, 연계방식은타당한것인지에대한의문을가지는

것도나름대로가치있는일일것이다.

그러나, 쓴이는 OECD의 이러한 연구활동과 성과들

에 대해 비판과 비난으로 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다.

각종보고서를통해느껴지는관계자들의진지한고민과

열정은같은분야에종사하는 쓴이에게는고마움의대

상이다. 더불어유럽특허청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각

종통계데이터베이스의구축소식또한특허자료에대한

분석욕구를가진이들에게앞으로보다나은인프라가제

공될것이라는희망어린소식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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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목적및배경

헬리코박터 미생물은 1983년 위장질환 환자의 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많은 연구결과, 만성 위염이나 위궤

양, 십이지장궤양, 위암의 원인균으로 지목받게 되었다.

더욱이 신체적 접촉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등의 감염경로

를감안할때, 이균에감염된성인의경우, 그가족의어

린아동들도감염될확률이높으며, 그들이성인이되었을

때위궤양혹은십이지장궤양을갖게될가능성이높다. 

본 보고서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전반적

인 사항(특징, 병원성, 감염경로, 진단, 치료 등)들을 알

아보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의 헬리코박터와 관

련된특허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1. 헬리코박터의정의(배경)

1.1 헬리코박터란?

20세기 중반까지는 위 속에는 위산 때문에 세균의 정

착이 불가능하다고 발

표되었다. 그러나 1983

년에 스키로우는 위 점

막에 기생하는 나선균

을 동정하여 캠필로박

터 파이로리로 보고하

고, 그이후이균의형태학적특징이캠필로박터균주

와는다르다는점때문에 1989년에구드윈등에의해현

재의 헬리코박터로 개명되었다. 즉 헬리코박터는 위 점

막에기생하는나선균이다.

헬리코박터 균주 중에서도 특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는 위 점막에 존재하는 세균으로서 1983년 호주의 의사

와렌박사와마샬박사가사람의위속에서처음발견하여

이균이만성위염의중요한원인균이라고발표하 고이

것을 계기로 위염, 위 십이지장궤양, 위암, 위림프종 등

여러소화기질환을규명하는데새로운전기를가져오게

되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우리나라 성인의 60% 정도

에서 위내에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생시설

이나 개인의 위생습관에 따라 감염률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는 서양에 비해 감염률이 높으며, 특히 소아에서 높

은 양성률을 보여 우리나라에서 소화기 질환이 많은 것

과관련이있다. 

1.2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의병원성

헬리코박터에는 helicobacter pylori, Helicobacter

cinaedi, Helicobacter fenelliae, Helicobacter

mustelae 외 15종이 포함되어 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

리는 사람의 위 점막에서 분리되며 위염을 발생시켜 위

궤양, 십이지장궤양의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재발시키는

『헬리코박터분야』
특허동향보고서

강 성 현
조사분석 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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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균은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만들어 위 점막에 있는 극미량의 요소를 분해해

서 알칼리성의 암모니아를 만들어 주변을 중화시킨다.

이렇게해서위산으로가득찬위속에서살아남을수있

으며 3~4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어 위벽의 점액 단백질

인 뮤신층을 자유롭게 지나다니며 구멍을 내기도 한다.

또한중화된암모니아이온또는이균주에의해생산된

단백질분해효소에의해세포에상해를일으킨다.   

1.3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의감염

헬리코박터 균은 위산이나 면역체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그결과헬리코박터는우리몸에서수십년에걸쳐

서기생한다. 사람들사이에서호흡이나신체적접촉(키

스, 성접촉등)을통해서감염이될수있으며, 위생적이

지못한환경에서음식을통해서감염되기도하며, 가축

을통해서감염이되기도한다. 또는오염된환경에서흙

이나 먼지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통한의원성감염이되는경우도있다. 사실상헬리코박

터균의감염및전염을현실적으로피하는것은불가능

하다.

의학연구소의 조사로는 전 세계인구의 65%가 헬리코

박터에 감염이 되어 있고,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남미

등저개발국가에는감염률이 90%에육박한다. 연령별로

는 40대 이전에는 감염률이 40% ~ 60%이지만 나이가

들수록감염률이높아진다. 미국의한재단에서 20세미

만의약250명을대상으로한헬리코박터감염조사결과

에 따르면, 1~3살 사이에 약 8%가 감염되었고 20세에

이르면 감염률이 20%로 높아진다. 이렇게 감염되어 수

십 년간 증상 없이 지내다가 후에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진행한다는보고가있다. 

1.4 헬리코박터파이로리가일으키는질환

위궤양의 70%, 위염의 90%, 십이지장궤양의 90%가

직접적인원인이며이러한것이발전되면소화기암이진

행된다는것이의학계의정설이다. 습관적인설사, 변비,

메스꺼움, 구토 등 만성적인 소화기 장애도 헬리코박터

감염으로발생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흔한위염, 위궤

양, 십이지장궤양 등을 일으키며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십이지장궤양환자의 경우 90% 이상의 환

자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감염되어 있다. 또한 비궤

양성 소화불량 환자의 상당수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검출되며, 위암 발병의 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어

서 1994년 세계보건기구는헬리코박터파이로리감염을

발암인자로규정하고있다. 

한편 위림프종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와의 연관성이

발표되어최근에는일부위림프종의경우헬리코박터파

이로리 박멸이 치료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최근 학계

에서는 병 독성이 강한 헬리코박터 균이 전신에 염증반

응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에 관여한다는 학설과 헬리코박

터 균이 다른 병원균들과 함께 작용하여 심장병 발병에

관여한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으며 녹내장의 발병과도

접한관계가있다는연구발표도있다.

2. 헬리코박터분석기준

2.1 조사범위

본사업에서는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및유럽

특허를 조사대상으로 하 으며, 데이터 추출시점은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하 다. 

2.2 분석대상범위

한국, 일본, 유럽특허는 출원데이터를 기준으로 하

으며 1989. 1. 1 ~ 2004. 12. 31에출원된특허를분석대

상으로하 다.1)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1) 출원데이터의 분석범위를 1989. 1. 1 ~ 2004. 12. 31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특허제도의 특성상 미공개 데이터가 존
재하는 2005년과 2006년의 출원데이터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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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는등록데이터2)를기준으로하 으며통상적

인심사기간2년을고려하여 1991. 1. 1. ~ 2006. 6. 30.

까지등록된특허를분석대상으로하 다.

2.3 기술분류

헬리코박터 분야의 기술은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

공학및미생물학, 진단및측정, 식품분야로기술을분

류하 다. 

2.4 연구주체구분

기업, 대학, 공공기관및개인으로구분하 다.

- 공공기관은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구분하 다. 

특허동향

1. 전세계특허동향

1.1 년도별출원(등록) 동향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국가에서‘90년대중반을기

점으로하여출원(등록)이급증하 으나2000년이후출

원(등록) 건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로나타났다.

한국은2001년도에특허출원의증가율이가장높으며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기능성 음료(유제품) 또는 식품에 관한 특허가 증가되었

기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은 분석 기간 동안에 비슷한 특허 출원의

경향을나타내고있으며, ’97년에특허가가장많이출원

되었지만이후증감을반복하면서전체적으로는특허건

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 다.

미국은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건수가 증가하여

2003년에가장많은특허가등록이되었지만이후등록

건수가 급감하 다. 이러한 원인은 2006년 6월까지 등

록된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심사기간을 2~3년으로 볼 때, 최근에 출원된 특허 중

2006년 6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

으로분석됐다. 

1.2 국가별출원(등록) 동향

전세계 헬리코박터 분야의 특허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등록특허가 26.2%(334건)의 비율로 가장 높은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 한국특허를 기준으로 출원년도 분석범위를 1989. 1. 1 ~ 2004. 12. 31로 설정 시 미국특허는 통상 심사기간 2년을 고려하여 상기 출원년도 분석범위에 +2년을 가함. 
이 경우 분석범위가 되는 등록년도는 1991. 1. 1 ~ 2006. 12. 31이 되어야 하나 데이터 추출시점인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DB상에 공개된 등록특허는 2006년 6월 30일까지의 등록특허만이 탑재됨.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미국특허의 경우 2006년이 2006년 1월~6월까지만의 데이터가 되므로 최종 분석년도에서 추이가 급감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미리 밝힘. 

데이터구분 대 상 분석기간 대상건수

출원일기준

등록일기준
합 계

한 국

일 본

유럽(EPO)

미 국

’85.01.01~’04.12.31

’87.01.01~’06.06.30

485

329

716

1,139

2,669

기술분류
1

2

3

4

5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및미생물학

진단및측정

식품

<그림 1> 헬리코박터 분야 전세계 출원(등록) 현황

1. 제 1 출원인기준
2. 한국, 일본, 유럽 출원년도’89~’04, 미국 등록년도’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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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23건), 일본 24.3%(309건), 유럽 24.2%(308건)

의점유율순으로나타나고있다.

1.3 국가별특허건수비교

한국, 미국및일본에서는자국인에의한특허출원(등

록)이가장활발하며, 유럽에서는일본출원인에의한특

허출원이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에서 상

위순위에나타나가장활발한특허출원(등록)을하고있

으며, 한국 출원인은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특허 활

동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1. 제 1 출원인기준
2. 한국, 일본, 유럽 출원년도’89~’04, 미국 등록년도’91~’06.6
3. 특허건수 10위 이내의출원인국가

1.4 연구주체출원(등록) 동향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에서 헬리코박터 분야의

연구주체 중 기업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어 헬리

코박터 분야에서 특허 출원(등록)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 연구주체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에서는

81.1%(262건), 미국에서는 78.4%(262건), 일본에서

는 84.4%(262건), 유럽에서는 79.2%(244건)의 특

허출원(등록) 점유율을나타냄

한국, 일본 및 유럽특허에서는 기업 다음으로 개인의

특허점유율이많았으나, 미국특허에서는기업다음으로

대학의특허점유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 제 1 출원인기준
2, 한국, 일본, 유럽 출원년도’89~’04, 미국 등록년도’91~’06.6

1.5 전세계국가별기술혁신리더

한국특허에서는 화이자(17건), 미국특허와 유럽특허에

서는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각각 17건, 19건), 일본에서는 Takeda Chem

Ind Ltd(30건)가다출원순위 1위로나타나분석국가에

서가장특허출원(등록)이활발하다. 

Pfizer Inc는 한국, 미국및유럽에서, Takeda Chem

Ind Ltd는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는 한국, 미국 및

유럽에서다출원인순위상위에나타났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연구주체 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기업

개인

대학

공공기관

262건(81.1%)

41건(12.7%)

8건(2.5%)

12건(3.7%)

262건(78.4%)

30건(9.3%)

32건(9.6%)

10건(3.0%)

262건(84.8%)

32건(10.4%)

1건(0.3%)

14건(4.5%)

244건(79.2%)

28건(9.1%)

16건(5.2%)

20건(6.5%)

<표 1> 국가별 특허건수 비교

<표 2> 연구주체별 출원(등록) 동향

<그림 2> 전세계 특허 공보별 특허 점유율

1. 제 1 출원인기준
2, 한국, 일본, 유럽 출원년도’89~’04, 미국 등록년도’91~’06.6

1

2

3

4

5

6

7

8

9

10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프랑스

국

벨기에

이탈리아

122

63

51

24

17

9

9

7

6

3

국가

한국특허

건수

순
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국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138

60

38

16

14

11

11

8

6

6

국가

미국특허

건수

일본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한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국

278

9

6

4

4

4

2

1

1

국가

일본특허

건수

일본

미국

독일

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85

72

36

25

19

15

11

8

8

7

국가

유럽특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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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특허동향

2.1 한국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가. 한국특허의내·외국인특허동향

한국은 ’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출원량이 꾸준히 증가

하며 2001년에가장많은특허출원이이루어졌다. 이러

한원인은기능성음료(유제품) 또는식품에관한특허가

증가되었기때문이다.

’94~’96년과 ’00~’01년 사이에 특허 출원의 증가율

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외국인이 62.2%(201건), 내국

인이 37.8%(122건)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외국인에 의해

특허출원이주도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한국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내국인(한국)이 37.8%(122건)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19.5%(63건), 미국 15.8%(51건),

독일 7.4%(24건), 스웨덴 5.3%(17건), 호주와 프랑스

2.8%(9건) 등의점유율순으로나타나고있다.

2.2 한국특허의기술별특허동향

가. 한국특허의기술별특허점유율

헬리코박터의 5개 기술분야 중에서 치료용 제제 관련

특허가38.4%(124건)로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했다.

치료용 제제 다음으로는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주)에그 바이오택

(주)피엘바이오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다께다야꾸힝고오교

빅굴덴롬베르크케미쉐파브릭

시세이도

얀센파마슈티카

17

10

9

8

7

7

7

6

6

출 원 인 건수

한국특허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

Vanderbilt University

Pfizer Inc

Institut Pasteur

Shiseido Co Ltd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17

15

14

11

7

7

출 원 인 건수

미국특허

Takeda Chem Ind Ltd

Otsuka Pharmaceut Co Ltd

Sankyo Co Ltd

Yamanouchi Pharmaceut Co Ltd

Terumo Corp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Shiseido Co Ltd

Yoshitomi Pharmaceut Ind Ltd

30

11

11

10

8

6

6

6

출 원 인 건수

일본특허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Janssen Pharmaceutica N.V.

Astra Aktiebolag

Oravax, Inc.

Pfizer Inc.

19

12

7

6

6

6

출 원 인 건수

유럽특허

<표 3> 전세계 국가별 기술 혁신 리더<표 3> 전세계 국가별 기술 혁신 리더

1. 제 1 출원인기준, 한국, 일본, 유럽 출원년도’89~’04, 미국 등록년도’91~’06.6
2. 출원(등록)건수 6건 이상인출원인(특허권자) 대상

<그림 3> 한국특허의 내·외국인 년도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그림 4> 한국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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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1건), 화합물 분야 22.3%(72건), 식품 분야

8.0%(26건), 진단및측정분야 6.2%(20건)의순으로나

타났다. 

나. 한국특허의기술별년도별특허동향

치료용제제분야는’97~’98년, ’00~’01년에서특허

출원증가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2002년 이

후출원이감소되는경향을보 다.

유전공학및미생물학분야는’99~’01년에출원증가

율이 가장 높으며, 식품 분야는 ’00~’01년에 출원 증가

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 한국특허의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한국출원인은기술분야중에서유전공학및미생물학

(48건)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 으며, 치료용 제

제분야(44건)와식품(22건)에서도많은출원을하 다.

일본은치료용제조분야(25건)와화합물분야(22건)에

서 특허 출원이 집중되며, 미국 또한 치료용 제조 분야

(23건)와 화합물 분야(21건)에 특허 출원을 집중한 것으

로나타나일본과비슷한출원경향을나타내고있다.

2.3 한국특허의출원인별특허동향

가. 한국특허의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이 81.1%(262건)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어

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 기업다음으로개인 12.7%(41건), 공공기관 3.7%(12

건), 대학2.5%(8건)의점유율순으로나타남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5> 한국특허의 기술별 특허 점유율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출원년도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1
1
3
6
5
7
5
11
15
13
27
13
8
9
124

1
2

2
8
11
8
3
9
10
9
4
5
72

3
7
10
9
4
7
17
8
11
5
81

1

1
1

2
2
1
3
1
4
4
20

1
2
10
2
5
6
26

1
2
6
6
11
23
26
30
25
32
67
33
32
29
323

<표 4> 한국특허의 기술별 년도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출원인
국 적

치료용
제 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 정 식품 전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프랑스

국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중국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네델란드
전 체

40
25
23
9
4
4
5
3
1
1
1
2
1
1
1
1
1
1

124

1
22
21
9
9
1
2

5
2

72

48
10
5
5
4
1
2
3

1

1

81

11
2
2
1

3

1

20

22
4

26

122
63
51
24
17
9
9
7
6
3
2
2
2
1
1
1
1
1
1
323

<표 5> 한국특허의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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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은 2000~2001년에 특허 출원 건수의 증

가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며, 2001년이후기업의

출원은감소하고있으나개인의특허출원은감소후조

금씩증가하고있다.

나. 한국특허의다출원인특허동향

한국특허에서 헬리코박터 분야의 최다 출원인은 화이

자(코)로나타났다.

- 아스트라제네카 10건, (주)에그 바이오택 9건, (주)

피엘바이오 8건,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다께다야

꾸힝고오교 및 빅 굴덴 롬베르크 케미쉐 파브릭

(GMBH) 7건, 시세이도, 얀센 파마슈티카 6건, (주)

한국야쿠르트, 겐, 대웅제약, 아스트라및LG화학이

5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다출원 순위의 상위에 나타

남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2. 출원건수 5건 이상인출원인

다. 한국특허의주요출원인기술별특허동향

다출원 순위 1위인 화이자는 화합물 분야에서 15건을

출원하여특허출원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치

료용제제분야에서는2건을출원한것으로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화합물 분야에서 6건을 출원하 으

며, (주)에그 바이오택은 식품 분야에서 6건, (주)피엘바

이오는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에서 7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기술분야에서 특허 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3. 미국의특허동향

3.1 미국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가. 미국특허의내·외국인특허동향

외국인이 58.7%(196건), 내국인이 41.3(138건)의점유

율을 나타내어 외국인에 의해 특허 등록이 주도되고 있

으며, ’98년이후부터는외국인의특허등록건수가내국

<그림 6> 한국특허의 연구주체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그림 7> 한국특허의 다출원인 특허동향

출원인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주)에그 바이오택

(주)피엘바이오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다께다야꾸힝고오교

빅굴덴롬베르크케미쉐파브릭(GMBH)

시세이도

얀센 파마슈티카

(주)한국야쿠르트

겐

대웅제약

아스트라

LG화학

2
2
2

2
3
1

1
2
2
1

15
6

3
6
6
5

1

3

2
1
7
4
1

1
2
4
2
4

1

1

6
1

2

17
10
9
8
7
7
7
6
6
5
5
5
5
5

<표 6> 한국특허의 기술별 년도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2. 출원건수 5건이상인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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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특허등록건수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건수가 증가하여

2003년에가장많은특허가등록이되었지만이후등록

건수가 급감하 다. 이러한 원인은 2006년 6월까지 등

록된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보고서에는 통상적인

심사기간을 2~3년으로 볼 때, 최근에 출원된 특허 중

2006년 6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

으로분석된다.

나. 미국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내국인(미국 특허권자)이 41.3%(138건)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18.0%(60건), 독일

11.4%(38건), 프랑스4.8%(16건), 스웨덴4.2%(14건), 호

주 3.3%(11건), 국 3.3%(11건), 이탈리아 2.4%(8건),

스위스1.8%(6건) 등의점유율순으로나타나고있다.

3.2 미국특허의기술별특허동향

가. 미국특허의기술별특허점유율

헬리코박터의 5개의 기술분야 중에서 치료용 제제 관

련특허가 59.9%(200건)으로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

고있다.

-치료용제제다음으로는진단및측정분야 17.1%(57

건), 유전공학및미생물학 15.3%(51건), 화합물분야

6.6%(22건), 식품분야1.2%(4건)의순으로나타남

나. 미국특허의기술별년도별특허동향

치료용 제제 분야는 ’93~’94년에 특허 등록 증가율이

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후지속적인증가를하여

2002년에가장많은등록건수(26건)를나타내고있다.

화합물 분야는 2001년 이후부터 꾸준한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 분야는 2001년에 3건과 2002

년에 1건만이특허등록되어있어특허활동이미흡한것

으로분석됐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8> 미국특허 내ㆍ외국인 년도별 특허동향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그림 9> 미국특허의 특허권자 국적별 특허동향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그림 10> 미국특허의 기술별 특허 점유율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등록년도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5
2
3
9
14
19
23
24
24
26

1

2

1
2

1

2
2
4
4
6
8
7
6

1
4
3
2
4
3
6
4
5

3
1

7
3
9
14
20
27
34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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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특허의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미국특허권자는치료용제제분야에서75건으로가장

많은 특허 등록을 하 으며, 진단 및 측정 분야에서 31

건, 유전공학및미생물학에서24건의특허등록을한것

으로나타났다.

일본은치료용제제분야에서 42건, 독일은치료용제

제 분야에서 25건을 특허 등록하여 특허 활동을 집중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3 미국특허의출원인별특허동향

가. 미국특허의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이 78.4%(262건)로 가장높은점유율을나타내어

특허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 기업 다음으로는 대학 9.6%(32건), 개인 9.0%(30

건), 공공기관3.0%(10건)의점유율순으로나타남

미국특허에서는타분석국가와는달리대학에의한특

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허 등록이 지속적으

로이루어지고있다.

나. 미국특허의다출원인특허동향

미국특허에서 헬리코박터 분야의 최다 특허권자는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로나

타났다.

-Vanderbilt University 15건, Pfizer Inc 14건,

Institut Pasteur 11건, Shiseido Co Ltd 7건,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7건, Antex

Biologics Inc. 5건, Astrazeneca Ab 5건, Chiron

S.P.A. 5건, Janssen Pharmaceuticals Nv 5건,

New England Biolabs Inc , Nitromed, Inc. 5건의

특허를등록하여다특허권자순위의상위에나타남

등록년도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2003
2004
2005
2006
전 체

22
14
9
6
200

8
2
4
2
22

5
3
2
1
51

6
8
6
5
57 4

41
27
21
14
334

<표 7> 미국특허의 기술별 년도별 특허동향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특허권자
국 가

치료용
제 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 정 식품 전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국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한국
대만

오스트리아
중국
덴마크
스페인
헝가리

룩셈부르크
멕시코
싱가포르
전 체

75
42
25
10
11
7
6
4
3
4
5
3
1

1
1

1

1

200

7
7
6

1

1

22

24
8
4
4
2
3
1
2

2

1

51

31
3
3
2
1
1
4
1
3
1

2
1
2

1

1
57

1

1

2

4

138
60
38
16
14
11
11
8
6
6
5
5
3
3
2
1
1
1
1
1
1
1
1

334

<표 8> 미국특허의 기술별 특허권자 국적별 특허동향

<그림 11> 미국특허의 연구주체별 특허동향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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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특허의주요출원인기술별특허동향

다특허권자 순위 1위인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는치료용제조분야에서 14건

을 특허 등록하 지만, 기타 기술분야에서는 특허 등록

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Vanderbilt University는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에서 8건, Pfizer Inc는 치료용 제제 분야에서 12건,

Institut Pasteur는 치료용 제제 분야에서 7건을 특허

등록하여 특정 기술 분야에서 특허 등록을 집중하고 있

는것으로분석됐다.

4. 일본의특허동향

4.1 일본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가. 일본특허의내·외국인특허동향

일본은’92년부터출원이급증하여’97년에 42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

하는추세로나타났다.

’92~’95년 사이에 출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내국인 90.0%(278건), 외국인 10.0%(31건)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내국인에 의해 특허 출원이 주도되고 있는 것

으로나타났다.

나. 일본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내국인(일본 출원인)이 90.0%(278건)로 가장 높은 점

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2.9%(9건), 이탈리아

1.9%(6건), 한국 1.3%(4건), 독일 1.3%(4건), 프랑스

1.3%(4건), 이스라엘 0.6%(2건), 국 및 오스트리아

0.3%(1건)의점유율순으로나타나고있다.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2. 출원건수 5건이상의특허권자

<그림 13> 일본특허의 내ㆍ외국인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그림 12> 미국특허의 다출원인 특허동향

1. 제 1 특허권자기준, 등록년도’91~’06.6
2. 등록건수 5건이상의특허권자

등록권자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
Vanderbilt University

Pfizer Inc
Institut Pasteur
Shiseido Co Ltd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Antex Biologics Inc.
Astrazeneca Ab
Chiron S.P.A.

Janssen Pharmaceuticals Nv
New England Biolabs Inc

Nitromed, Inc.

14

3
12
7
6
5
2
5
2
5

2

1

2

1
1

3

1

8

3

1
3

2

5

17

15
14
11
7
7
5
5
5
5
5
5

1

4

1

1

<표 9> 미국특허의 주요 출원인 기술별 특허동향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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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특허의기술별특허동향

가. 일본특허의기술별특허점유율

헬리코박터의 5개의 기술분야 중에서 치료용 제제 분

야의특허가48.9%(151건)으로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

했다. 

- 치료용 제제 다음으로는 화합물 분야 24.6%(76건),

유전공학및미생물학분야14.6%(45건), 진단및측

정 분야 8.4%(26건), 식품 분야 3.6%(11건)의 순으

로나타남

나. 일본특허의기술별년도별특허동향

치료용제제분야는’98년에 22건으로가장많이출원

이 되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에 있으며,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는 ’96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특허 출원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화합물, 진단및측정, 식품분야는 2000년이후의특

허출원건수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다. 일본특허의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일본출원인은기술분야중에서치료용제제분야(142

건)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 으며, 화합물 분야

69건, 유전공학및미생물학분야 32건, 진단및측정분

야25건, 식품분야10건의특허출원을하 다.

미국은치료용제제분야와유전공학및미생물학분야

에서 3건, 화합물분야 2건, 진단및측정분야 1건을출

원하 으며, 한국은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2건, 치

료용 제제 및 식품 분야 1건을 특허 출원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4> 일본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그림 15> 일본특허의 기술별 특허 점유율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출원년도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3
1
4
7
10
7
19
9
7
4
2
1
2

76

1
2
3
7
12
18
16
19
22
8
9
14
6
10
4
151

1
2
4
2

6
3
4
5
6
2
3
6
1
45

1
1
1
3
3
4
3
3
1

3
1
2

26

1
1
1

4
1
2

1

11

1
7
7
16
24
32
34
45
38
25
20
23
11
21
5
309

<표 10> 일본특허의 기술별 년도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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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특허의출원인별특허동향

가. 일본특허의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이 84.4%(262건)로가장높은점유율을나타내어

특허활동이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 기업다음으로개인 10.4%(32건), 공공기관4.5%(14

건), 대학0.3%(1건)의점유율순으로나타남

개인은 ’95년과 ’96년에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있었

으며, 대학은 2003년에 1건만을 출원하여 특허 활동이

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나. 일본특허의다출원인특허동향

일본특허에서 헬리코박터 분야의 최다 출원인은

Takeda Chem Ind Ltd(30건)로나타났다.

- Otsuka Pharmaceut Co Ltd 11건, Sankyo Co

Ltd 11건, Yamanouchi Pharmaceut Co Ltd 10

건, Terumo Corp 8건,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6건 Shiseido Co Ltd 6건,

Yoshitomi Pharmaceut Ind Ltd 6건, Gen

Corp:Kk 5건, Rohto Pharmaceut Co Ltd 5건,

Taisho Pharmaceut Co Ltd 5건, Wakamoto

Pharmaceut Co Ltd가 5건의 특허를출원하여다

출원인순위상위에나타남

다. 일본특허의주요출원인기술별특허동향

다출원인순위1위인Takeda Chem Ind Ltd는치료용

제제분야에서15건, 화합물분야13건, 유전공학및미생

물학분야에서 2건을출원하여치료용제제분야와화합

물분야에특허활동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Otsuka Pharmaceut Co Ltd는 치료용 제제 분야에

서 6건, 화합물 분야 4건,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1

건을출원하 으며, Sankyo Co Ltd는화합물분야에서

8건, 치료용 제제 분야 3건, Yamanouchi Pharmaceut

Co Ltd는화합물분야에서7건, 치료용제제분야에서3

건을특허출원하 다.

<그림 16> 일본특허의 연구주체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그림 17> 일본특허의 다출원인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2. 출원건수 5건이상인출원인

출원인
국 적

치료용
제 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 정 식품 전체

일본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한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국
전 체

142
3

2

1
2

1
151

69
2
3
2

76

32
3
3

4
2

1

45

25
1

26

10

1

11

278
9
6
4
4
4
2
1
1

309

<표 11> 일본특허의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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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의특허동향

5.1 유럽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가. 유럽특허의내·외국인특허동향

유럽은’95년과’97년에가장많은특허출원(41건)을

하 으며, 이후증감을반복하면서 2001년이후점차감

소하는추세를보 다.

외국인 54.5%(168건), 내국인(유럽 출원인) 45.5%

(140건)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외국인에 의해 특허 출원

이주도되고있으며, ’96~2001년에는외국인의출원건

수가많았지만 2002년 이후에는유럽출원인의특허건

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나. 유럽특허의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일본 출원인이 27.6%(85건)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있으며, 미국 23.4%(72건), 독일 11.7%(36건),

국 8.1%(25건), 프랑스 6.2%(19건), 스위스 4.9%(15

건), 스웨덴 3.6%(11건), 호주 2.6%(8건), 이탈리아

2.6%(8건) 등의점유율순으로나타나고있다.

5.2 유럽특허의기술별특허동향

가. 유럽특허의기술별특허점유율

헬리코박터의 5개의기술분야중에서치료용제제분야

의특허가42.9%(132건)으로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했다. 

- 치료용제제다음으로는화합물분야 19.8%(616건),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25.6.%(79건), 진단 및

측정분야 9.4%(29건), 식품분야 2.3%(7건)의순으

로나타남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2. 출원건수 5건 이상인출원인

<그림 18> 유럽특허의 내ㆍ외국인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그림 19> 유럽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그림 20> 유럽특허의 기술별 특허 점유율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출원인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Takeda Chem Ind Ltd
Otsuka Pharmaceut Co Ltd

Sankyo Co Ltd
Yamanouchi Pharmaceut Co Ltd

Terumo Corp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Shiseido Co Ltd

Yoshitomi Pharmaceut Ind Ltd
Gen Corp:Kk

Rohto Pharmaceut Co Ltd
Taisho Pharmaceut Co Ltd
Wakamoto Pharmaceut Co Ltd

15
6
3
3
6

2

2
4
5
4
2

13
4
8
7
2

6
4

2
1

4

1

1

30
11
11
10
8

6

6
6
5
5
5
5

1
2

<표 12> 일본특허의 주요 출원인 기술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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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특허의기술별년도별특허동향

치료용 제제 분야에서는‘97년에 1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는’96년에 15건, 화합물분야는‘96년에 16건으로가장

많은특허출원이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에는 화합물 분야와 식품 분야에서는 특

허출원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며, 2004년에특허출원

건수가 급감한 것은 자국의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유

럽특허로출원된경우가많으므로출원후공개되지않

은특허가상당수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다. 유럽특허의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일본출원인은기술분야중에서치료용제제(33건) 분

야에서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 으며, 화합물분야 30

건, 유전공학및미생물학분 13건, 진단및측정분야 6

건, 식품분야3건을출원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 독일, 국 및 프랑스 또한 치료용 제제 분야에

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 으며, 스위스는 화합물 분

야(9건)에특허출원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5.3 유럽특허의출원인별특허동향

가. 유럽특허의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이 79.2%(244건)로가장높은점유율을나타내어

특허활동이가장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기업 다음으로 개인 9.1%(28건), 공공기관 6.5%(20건),

대학 5.2%(16건)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 다. 개인 출원인

은2000년이전에는지속적인출원이이루어졌으나, 2000

년이후에는특허활동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21> 유럽특허의 연구주체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출원년도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2

1

2

5

16

5

7

5

7

3

5

3

61

6

5

10

16

12

12

16

6

12

6

11

6

10

4

132

2

3

2

11

15

11

11

3

6

9

2

4

79

2

1

2

2

7

1

4

3

3

1

3

29

4

2

1

7

8

8

17

24

41

34

41

23

26

22

30

12

18

4

308

<표 13> 유럽특허의 기술별 년도별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출원인
국 적

치료용
제 제 화합물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 정 식품 전체

일본
미국
독일
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네델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전 체

33
33
15
16
9
4
5
3
4
1
2
2

3
1

1
132

30
7
9
1

9
1
2

1

1

61

13
22
9
7
8

5
2
4
1
2
1
2
3

79

6
9
3
1
2

1

3
1
1
1

1

29

3
1

2

1

7

85
72
36
25
19
15
11
8
8
7
5
5
3
3
3
1
1
1

308

<표 14> 유럽특허의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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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동향보고서

나. 유럽특허의다출원인특허동향

유럽특허에서 헬리코박터 분야의 최다 출원인은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19건)로

나타났다.

-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12건, Janssen

Pharmaceutica N.V. 7건, Astra Aktiebolag 6건,

Oravax, Inc. 6건, Pfizer Inc. 6건, Yoshitomi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가 5건의 특허를

출원하여다출원순위상위에나타남

다. 유럽특허의주요출원인기술별특허동향

다출원인 순위 1위인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는 화합물 분야에서 11건을

출원하 으며, 치료용제제분야 7건, 진단및측정분야

에서1건의특허를출원한것으로조사됐다.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는 치료용 제제

분야 6건, 화합물 분야 4건,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에서 2건을 출원하 으며, Janssen Pharmaceutica

N.V.는화합물분야6건, 치료용제제분야에서1건의특

허를출원했다.

결 론

▣한국특허로본특허동향

’90년중반이후로출원이급증하여 2001년에 67건이

출원된이후특허출원량이감소하고있다. 

외국인 62.2%(201건), 내국인 37.8%(122건)의 점유율

을나타내며, 외국출원인으로는일본19.5%(63건), 미국

15.8%(51건), 독일7.4%(24건), 스웨덴5.3%(17건), 호주

와프랑스2.8%(9건) 등의점유율순위를나타내고있다.

기술분야에서는 치료용 제제 38.4%(124건),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25.1%(81건), 화합물 분야 22.3%(72

건), 식품 분야 8.0%(26건), 진단 및측정분야 6.2%(20

건)로분석됐다.

연구주체에서는 기업이 81.1%(262건), 개인 12.7%(41

건), 공공기관 3.7%(12건), 대학 2.5%(8건)의 점유율 순

으로나타났다. 

한국특허의 최다 출원인은 화이자(17건)이며, 국내 출

원인중최다출원인은(주)에그바이오택이차지했다.

▣미국특허로본특허동향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건수가 증가하여 2003년

에가장많은특허(41건)가등록이되었지만이후등록건

수가감소하고있다. 

외국인이 58.7%(196건), 내국인(미국 특허권자)이

41.3(138건)의점유율을나타내며, 외국출원인으로는일

본 18.0%(60건), 독일 11.4%(38건), 프랑스 4.8%(16건),

스웨덴 4.2%(14건), 호주 3.3%(11건), 국 3.3%(11건)

<그림 22> 유럽특허의 다출원인 특허동향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2. 출원건수 4건이상인출원인

출원인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Janssen Pharmaceutica N.V.
Astra Aktiebolag
Oravax, Inc.
Pfizer Inc.

Yoshitomi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1
3
5
2

6

4

4

2
1

1

7
6
6
6

5

1

<표 15> 유럽특허의 주요 출원인 기술별 특허동향

출원인 치료용
제제 화합물 유전공학및

미생물학
진단 및
측정 식품 전체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
Takeda Chemical
Industries, Ltd.

7

6

11

4 2

19

12

1

1. 제 1 출원인기준, 출원년도’89~’04
2. 출원건수 5건이상인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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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점유율순위를보이고있다.

기술분야에서는 치료용 제제 59.9%(200건), 진단 및

측정분야 17.1%(57건), 유전공학및미생물학 15.3%(51

건), 화합물분야 6.6%(22건), 식품분야 1.2%(4건)의순

으로나타났다.

연구주체에서는 기업 78.4%(262건), 대학 9.6%(32건),

개인9.0%(30건), 공공기관3.0%(10건)의점유율을보 다. 

미국특허의 최다 특허권자는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17건)이다.

▣일본특허로본특허동향

일본은‘92년부터출원이급증하여’97년에 42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

하는추세를보 다. 

내국인 90.0%(278건), 외국인 10.0%(31건)의 점유율

을나타내며, 외국출원인으로는미국2.9%(9건), 이탈리

아 1.9%(6건), 한국 1.3%(4건), 독일 1.3%(4건), 프랑스

1.3%(4건), 이스라엘 0.6%(2건), 국 및 오스트리아

0.3%(1건)의점유율순으로조사됐다.

기술분야에서는치료용제제 48.9%(151건), 화합물분

야 24.6%(76건), 유전공학 및 미생물학 분야 14.6%(45

건), 진단 및 측정 분야 8.4%(26건), 식품 분야 3.6%(11

건)의순으로나타났다.

연구주체에서는 기업 84.4%(262건), 개인 10.4%(32

건), 공공기관 4.5%(14건), 대학 0.3%(1건)의 점유율을

보 다. 

일본특허의최다출원인은Takeda Chem Ind Ltd(30

건)이차지했다.

▣유럽특허로본특허동향

유럽은’95년과’97년에가장많은특허출원(41건)을

하 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됐다. 

외국인 54.5%(168건), 내국인(유럽 출원인)

45.5%(140건)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외국 출원인으로는

미국 23.4%(72건), 독일 11.7%(36건), 국 8.1%(25건),

프랑스 6.2%(19건), 스위스 4.9%(15건), 스웨덴 3.6%(11

건), 호주 2.6%(8건), 이탈리아 2.6%(8건) 등의 점유율

순으로나타났다.

기술분야에서는치료용제제42.9%(132건), 화합물분

야 19.8%(616건), 유전공학및미생물학분야25.6.%(79

건), 진단 및 측정 분야 9.4%(29건), 식품 분야 2.3%(7

건)의순으로조사됐다.

연구주체에서는 기업 79.2%(244건), 개인 9.1%(28

건), 공공기관 6.5%(20건), 대학 5.2%(16건)의 점유율을

보 다.

유럽특허의 최다 출원인은 Byk Gulden Lomberg

Chemische Fabrik Gmbh(19건)이다.

시사점

헬리코박터파이로리박테리아는주로위, 십이지장병

원균으로알려져있고, 전세계인구의50% 이상이이박

테리아로감염되어, 다양한종류의위염을앓고있다. 십

이지장궤양의대부분은이병원균의감염과관련이있는

데, 이원인인자의규명은궤양치료시이박테리아를근

절시킨 경우 궤양이 재발하지 않은 반면, 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1년에 80%의

재발률을나타내는것이치료연구를통해밝혀졌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주는1980년초반에밝혀진이

후 이 병원균의 치료, 진단 등에 관한 특허가 많이 출원

(등록)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분석 국가에

서 모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를 치료하기 위한 제

제, 유전공학및미생물학분야에서많은특허를출원(등

록)하고 있지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문제, 백신 개발상의

문제점등으로인하여아직까지100% 치료할수있는치

료제및백신은개발이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

소화기, 특히 위 관련 질환이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더욱더 많은 투자

와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인용자료】

1) 최태부외 2명, “난황항체및첨가제를이용한헬리코박터파이로리치료제의
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99.01.26.

2) 김승곤외 4명, “최신병원미생물학”, 고문사, 2000.
3) 한국생물과학협회, “생명과학정보용어해설집”, 아카데미서적, 2001.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11.24] <http://www.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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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목적및배경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

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쳐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

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보험급여

를행하지아니하는사고에해당한다. 

<대법원판결 1994.9.27>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앞서 가던 차와 추돌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책임의 80%는 운전자에게 있다는판결이나왔다. 

<연합뉴스>

한국차량보유수는 2005년말 1500만대를넘어현재

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매년

7,000명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

을잃고있으며, 37만여명이부상당하고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최고 수준

으로서, 교통사고문제는이제단지개인의희생과한가

정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이제는‘교통사고사망률’도국제적으로한나라

국가경쟁력을나타내는주요지표가되고있다.

교통사고원인중에서도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이안

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교통사고이며, 서두에서도 언급

했듯이급정차, 끼어들기, 타차량의중앙선침범으로인

한 추돌 사고에 있어서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에 있어서는 가해 차량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신문 보

도와대법원판결에나와있다.

따라서교통사고감소를위해차량간의안전거리를기

술적으로제어할수있는부분에대한방법에대해알아

보고, 그러한 방법에 대한 각 나라별 특허동향에 관하여

조사및분석하고자본보고서를작성하게되었다.

1. 안전한차간거리

■안전한차간거리 > 정지거리 = 공주거리+제동거리

『안전거리 자동제동』
특허동향보고서

위 상 우
조사분석1팀

>>>

<그림 1> 안전한 차간거리의 개념도



31PATENT 21

장애물을발견즉시자동차의정지를시행을할수있

는것이아니다.

상기의 개념도에서 언급하듯이 공주거리1)와 제동거리
2)를포함한정지거리3) 이상의안전거리를확보해야급정

차시에도자동차의추돌을방지할수있다.

■보통승용차의정지거리의예

■안전거리미확보에대한추돌사고

2. 차간거리에따른자동제동기술

차간거리측정센서를이용하여차간거리가일정거리

이내일경우자동으로제동을하는것을기초로한다.

■초음파를이용하는방법

■레이저를이용하는방법

■카메라를이용하는방법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그림 2> 추돌사고 개념도

<그림 3> 초음파를 이용한 안전거리 자동제동4)

<그림 4> 레이저를 이용한 안전거리 자동제동5)

<그림 5> 피사체 확인 카메라를 이용한 안전거리 자동제동6)

1) 공주거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거리
2) 제동거리: 제동력이 작용하기 시작하여 정지 할 때까지의 거리
3) 정지거리: 장애물을 발견 후에 자동차가 정지 할 때까지의 거리
4) 선행차량에 전파를 발사하여 E.C.U로부터 차간거리와 상대속도 및 선행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차간거리가 기준범위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행하는 방법
5) 주행 중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선행차량에 조사하고, 자기차의 속도를 검출하고, 상기 선행차량에 조사한 레이저빔을 이용 상대거리 상대속도를 검출하여, 적정거리 이내로 접근 하 을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방법
6) CCD 카메라가 차량 전방의 피사체를 촬 하고, 피사체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여, 마이컴을 이용하여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하여 충돌 가능성의 판단 유무를 판정하고, 그에 따라 자동적

으로 제동을 시행하는 방법

시속(㎞/h)

공주거리(m)

제동거리(m)

정지거리(m)

10

2

1

3

20

6

3

9

30

9

6

15

40

11

11

22

50

14

18

32

60

17

27

44

70

19

39

58

80

22

54

76

90

25

68

93

100

28

84

112

비올때는 1.5배 이상, 결빙노면에서는 3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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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제동기술의분석기준

■분석대상의범위및검색키워드

특허정보원내자체DB를활용하여한국과일본, 미국

을 대상으로 안전거리에 따른 자동제동 분야에 대한 특

허를대상으로데이터를추출하 으며, 초록과청구항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 다. 본 보고서의 특

허분석 결과는 한국·미국·일본·특허 데이터를 대상

으로분석된결과이며, 한국·일본·특허데이터는출원

일로부터 1년 6개월후공개된특허의서지정보이며미

국특허데이터는등록후공개된특허의서지정보를기

초로한데이터임을밝힌다.

특허동향

1. 한국의특허동향

1.1  국가별특허동향

안전거리에 따른 제동분야의 한국 내 특허출원은 ’93

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7년까지 많은 출원 건수를

나타냈다.

’86~2004년 간 안전거리에 따른 제동분야와 관련한

국내특허출원건수는총86건으로조사됐다.

’93년이후많은증가수를보이며’97년이후출원건

수의감소를보 으나나 2004년 이후다시증가추세를

보 다.

내·외국출원인별특허출원건수점유율은자국인한

국출원인의 특허출원 건수 점유율이 98%(84건), 외국출

원인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 점유율이 2%(2건)로 나타났

다. 자국 출원인에 대한 출원 건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출원인의국적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 한국 98%(84

건), 일본 1%(1건),  스웨덴1%(1건)로조사됐다.

<표 1> 국가별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그림 6> 한국 특허의 내·외국인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7> 한국 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표 2> 국가별 검색키워드

검색키워드

기준일 출원형태 검색도구국가 기준

한국
특허정보원

자체 DB

(자격루)

~2004년 현재까지
출원된건

특허

일본
~2004년 현재까지

출원된건
특허

미국
~2004년 현재까지

출원된건
특허

국 가

한국
(제동*,브레이*,브래이*)+(자동*,오토*)+(간격*,사이*,거리*,

디스턴스*,안전거리*,안전 거리*)+(b60t*,b60r*,b60k*)

일 본
(brak*)+(distanc*,gap*,interval*,approach*)+

(auto*)+(b60t*,b60r*,b60k*)

미 국
(brak*)+(distanc*,gap*,interval*,approach*)+

(auto*)+(b60t*,b60r*,b60k*)



1.2  출원인별특허동향

특허출원건수중주요출원인에의한특허출원은 72

건으로전체특허출원건수 86건대비약 84%의점유율

을차지하고있다. 

출원인별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자국의 대표 자

동차기업인현대자동차가 27%(23건)으로 가장많은출

원을 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19%(16건), 현대전자

19%(16건)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국내의 또 다른 자동차 기업인 대우자동차 6%(5

건), 삼성 자동차 2%(2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

건수를보이고있다.

주요출원인들의주요출원년도는’93~’99 년도에집

중되어출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1.3  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에의한특허출원건수점유율이약89%를차지하

고있다.

연구주체별특허출원에대한출원건수를살펴보면기

업89%(78건)로가장많은출원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

며, 개인 10%(9건), 기관 1%(1건) 순으로나타나고있다.

기업의연도별출원건수는’93~ ’97년도에집중적으

로출원이이루어지고있다.

2. 미국의특허동향

2.1  국가별특허동향

안전거리에따른제동분야의미국내특허등록건수는

’92~’94년 사이와 ’97~’2000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

쳐서많은출원건수를나타냈다.

’83~2004년간 안전거리에 따른 분야에 관련된 미국

내특허등록건수는총47건으로나타났다.

내·외국 등록권자별 특허등록건수 점유율은 미국 국

적등록권자의등록특허점유율이약 15%(7건), 외국 국

적등록권자에의한등록특허점유율이 85%(40건)로 나

타났다.

상대적으로 미국 국적의 등록권자에 의한 등록특허에

비해 외국 국적 등록권자에 의한 등록특허가 점유율에

있어서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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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 특허의 연구주체별 특허동향

<그림 8> 한국 특허의 출원인별 특허동향

<표 3> 출원인별 특허동향(한국특허)

출원인 국
가

KR

KR

KR

KR

KR

KR

KR

KR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전자산업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만도기계

삼성자동차

현대오토넷

주요출원인소계

기 타

전 체

’86
-
’88

-

-

-

-

-

-

-

-

-

4

4

-

-

-

-

-

-

-

-

-

1

1

-

-

-

-

-

-

-

-

-

1

1

-

-

1

-

-

-

-

-

1

-

1

1

-

7

-

-

-

-

-

8

-

8

-

1

4

-

2

-

-

-

7

-

8

3

5

1

2

3

1

-

-

15

1

16

10

7

1

-

-

1

-

-

19

3

21

2

3

1

4

-

-

2

-

12

2

14

2

-

1

-

-

-

-

-

3

1

4

1

-

-

-

-

-

-

-

1

1

2

2

-

-

-

-

-

-

-

2

-

2

-

-

-

-

-

-

-

2

4

-

4

23

16

16

6

5

2

2

2

72

14

86

’89 ’90 ’91 ’93 ’94 ’95 ’96 ’97 ’99 ’02 ’03 ’04
합
계



34 PATENT 21

한국특허동향보고서

등록특허등록권자의국적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 일

본 66%(31건), 독일 19%(9건), 미국 15%(7건)로 나타났

다. 특히, 일본인에대한등록특허분포가가장높았다.

2.2  등록권자별특허동향

등록특허건수주요출원인에의한등록특허는39건으

로, 전체 등록특허 건수 47건 대비 약 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있다. 

등록권자별 등록특허 건수를 살펴보면, 일본의

Nissan Motor가 14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특허를 가지

고 있으며, 일본의 Mazda Motor 7건, 미국의 Daimler

Chrysler가4건등의순서로조사됐다.

주요 출원인의 분포에 있어서, 9개의 주요 출원인 중

일본국적을갖는출원인이5개로서가장많은분포를차

지하고있다.

2.3  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의등록특허점유율이약94%를차지하고있다. 

<표 4> 출원인별 특허동향(미국특허)

출원인 국
가

JP

JP

US

JP

DE

US

JP

US

DE

Nissan Motor

Mazda Motor

Daimler Chrysler

kabushiki Kaisha

Robert Bosch

Ford

Honda

Shaw

Wabco

주요출원인소계

기 타

전 체

’83
-
’92

1

-

-

-

-

-

-

-

-

1

4

5

-

4

-

-

-

-

-

2

-

6

-

6

-

2

-

-

-

-

-

-

-

2

1

3

-

1

-

-

-

-

-

-

-

1

-

1

-

-

-

1

-

-

-

-

-

1

-

1

-

-

-

-

-

-

-

-

-

-

3

3

2

-

1

1

-

-

-

-

-

4

-

4

4

-

2

1

1

-

1

-

-

9

-

9

4

-

-

-

-

-

-

-

1

5

-

5

1

-

1

-

-

2

-

-

-

4

-

4

2

-

-

-

1

-

-

-

-

3

-

3

-

-

-

-

-

-

1

-

1

2

-

2

-

-

-

-

1

-

-

-

-

1

-

1

14

7

4

3

3

2

2

2

2

39

8

47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
계

<그림 11> 미국 특허의 특허권자 국적별 특허동향

<그림 12> 미국 특허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동향

<그림 10> 미국 특허 내·외국인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13> 미국 특허의 연구 주체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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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별등록특허건수점유율현황을살펴보면, 기

업에의한등록특허건수점유율이 94%(44건)로 가장높

으며, 개인6%(3건)로나타났다. 

출원 건수가집중적으로증가하기시작하는‘97~2000

년에는개인출원에대한출원건수는나타나지않고있다.  

3. 일본의특허동향

3.1  국가별특허동향

안전거리에 따른 제동분야의 일본 내 특허출원은 '91년

부터급격히증가한후증가, 감소가반복적으로나타났다.

’78~’04년 간 안전거리에 따른 분야에 관련된 일본

내특허출원건수는총111건으로조사됐다.

전체 출원 건수 중 ’91, ’97, ’04년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보 다.

내·외국출원인별특허출원건수점유율은자국인일

본 출원인의 특허출원 건수 점유율이 98%(109건), 외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 점유율이 2%(2건)로 나타

났다. 자국 출원인에 대한 출원 건수의 비중이 절대적으

로높음을알수있다.

한편, 출원인의 국적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98%(109건), 한국 1%(1건), 독일 1%(1건)로조사됐다.

3.2  출원인특허동향

특허출원건수주요출원인에의한특허출원은95건으

로, 전체 출원 건수 111건 대비 87%의 점유율을 차지하

고있다. 

출원인별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 Mazda Motor의

특허출원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

며, Honda Motor 17건, Toyota Motor 14건, Nissan

Motor 13건의순으로나타났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표 5> 출원인별 특허동향(일본특허)

출원인
국
가

’78
-
’90

JP

JP

JP

JP

JP

JP

JP

JP

JP

JP

JP

JP

JP

’91 ’92’93’94’95’96’97’98’99’00’01’02’03’04
합
계

Mazda Motor

Honda Motor

Toyota Motor

Nissan Motor

Mitsubishi Electric

Fuji Heavy IND LTD

Hitach ltd

Dev Center

Isuzu Motor

Misubishi Motor

Asin Seiko Motor

Daihatsu Motor

Hino Motr

주요출원인소계

기 타

전 체

2

2

-

1

1

-

-

-

2

-

-

-

-

8

7

15

11

-

1

-

-

-

1

2

-

-

-

-

-

15

-

15

9

-

-

-

-

-

-

1

1

-

-

-

-

11

-

11

-

-

7

-

-

-

-

-

-

1

-

-

1

9

-

9

1

-

-

2

2

1

-

-

-

-

-

-

-

6

2

8

-

-

1

1

-

-

-

-

-

-

1

1

-

4

-

4

-

1

-

1

1

-

-

-

-

-

-

-

1

4

1

5

-

-

1

2

-

2

1

-

-

2

-

-

-

8

2

10

-

1

-

1

-

1

-

-

-

-

1

-

-

4

3

7

-

2

1

1

1

-

-

-

-

-

-

-

-

5

-

5

-

3

-

-

-

-

-

-

-

-

-

-

-

3

-

3

-

-

-

1

-

-

-

-

-

-

-

1

-

2

1

3

-

-

-

-

-

-

4

-

-

-

-

-

-

2

-

2

-

-

-

3

-

-

-

-

-

-

-

-

-

4

-

4

-

8

12

-

-

-

-

-

-

-

-

-

-

10

-

10

23

17

14

13

5

4

4

3

3

3

2

2

2

95

16

111

<그림 14> 일본 특허의 내·외국인별 특허동향

<그림 15> 일본 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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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동향보고서

3.3  연구주체별특허동향

기업에의한특허출원건수점유율이 90%를차지하고

있다. 

연구주체별 특허출원 건수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 점유율이 약 90%(101건)로

가장 높으며, 개인 5%(5건), 기관 5%(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허동향분석

1. 한국과일본의특허동향비교

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은 2~3년간의 시간

간격을두고일본의특허출원동향과비슷한출원추이

를보이고있다.

일본 특허 출원에서 90년대에 출원이 증가한 후 다시

2000년대들어와서감소세를보이던출원동향이 2003

년부터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 90년대에 단순히 한 가지 기술만을 출원하던 경

향에서, 2004년도에 출원된 특허문헌[JP2004-

004650]과 [JP2004-004658]을 볼 때, 제동과 안전벨

트의 동시작용, 제동과 에어백의 동시작용 등 다양한 기

술접목을하는문헌이출원되고있어다시증가세를나

타내고있다.

이를미루어볼때, 한국도상기 2~3년의간격을두고

일본의출원증가추이를보이는결과로보아출원증가

가예측되며, 앞으로한국도기술접목을위한특허문헌

이출원되는경향으로분석되어진다.

한편자국민에대한특허출원보다외국인에대한출원

이많은부분을차지하는미국의경우, <표2 출원인별특

허동향(미국특허)>를 통하여 일본인에 대한 출원이 다수

를차지함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살펴보면

2003, 2004년도에 대한 특허 출원이 미비한 것은 바로

일본인의 출원 경향이 반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본보고서에서는미국에대한출원인의점유율에있어

서 일본인이 다수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바, 일본과 한국

의 출원 경향을 중심으로 안전거리에 따른 제동장치의

출원동향을조사하 다.

<그림 17> 일본 특허의 연구 주체별 특허동향

<그림 18> 일본과 한국 출원 연도별 동향<그림 16> 일본 특허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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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인별특허동향

한국, 일본, 미국의 연구 주체별 분포도에서 알 수 있

듯이각나라의개인출원보다는기업출원이절대우위

를보이고있다. 

이는 선진국기업문화가더이상차의성능과디자인

면이라는단순한기술만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 ‘안전

보호’기능 면에서‘사람을 먼저 보호하자’는 컨셉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운전자의 책임

에서보는소극적기술에서벗어나“인간안전우선”이라

는보다적극적인기술개념의확장으로보인다.  

일례로세계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에따르면,

[혼다는 최근 보행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야간에 잘 분

간이 안되는 보행자를 원적외선으로 탐지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실용화해 올 가을에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른바‘인텔리전트 나이트 비전 시스템

(Intelligent Night Vision System)’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범퍼 밑의 원적외선 카메라가 육안으로는

분간하기 힘든 보행자의 존재를 확인, 좌석 옆 모니터나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혼다가

이를 개발한 이유 역시 통계에 기초한다. 교통사고 사망

자의 약 30%는 보행자이고, 이 중 70%는 야간 사고에

의한 경우라는 것이다. 단순히 운전자를 지키는 것을 뛰

어넘어 보행자를 사고에서 지킨다는 적극적인 안전장치

라고할수있다.] 

에어백을세계최초로개발했으나실용화에서는 유럽

세에 리는 바람에 낭패를 봤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

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첨단 안전장치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용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런안전의개념에관한특허는안전장치가판

매경쟁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적 추이와도 맞물

린다고볼수있다. 때문에기업의특허출원은안전중심

의기술과관련된출원이계속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

상된다.

결어

세계 5대자동차생산국이자세계 13위의자동차보유

국인 한국은 양적인 면에서 일본과 더불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교

통사고로인해발생한관련비용으로 10조원이소요되었

다고한다. 이에대한우려속에서이제자동차업계들은

최근‘사람을지키자’는컨셉트를강화하고있다. 기술적

인면에서는세계수준이지만‘안전기능’면에서는다임

러크라이슬러나독일의BMW, 스웨덴의볼보등에비해

뒤지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경향을따라한국에서는

2002년을기준으로다시‘안전거리에따른제동분야’의

특허출원이서서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좁

은 국토에서 늘어나는 차량의 안전을 단순히 운전자의

책임에서 보는 소극적 기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안전기술개념의확장으로보인다. 때문에시간이지날수

록이런안전기술의증가는필연적일것이다.

또한일본의자국특허뿐만이아닌미국특허로의확장

을통해실용화를위한기술의우위를확고히하고있는

단계이다. 반면, 한국의경우단지자국에대해서만출원

성향을 보이고 있어 세계 자동차 기술력에서 실용화 단

계를위한준비가다분히부족한상태이다.

우리나라역시“특허를위한특허”출원이아닌기술적

으로도 가치가 있고, 실용화 할 수 있는 질적 특허를 지

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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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다양한요소로구성되어있는 로벌한시대를살아가

는 오늘날, 소비자들과 각 지역사회에서는‘기업들은 경

제적인 요구와 함께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들이생겨나기시작했다. 기업들은경제사회에서생산을

전담하는 기본단위로서 성립되었지만, 현대에는 단순히

소비자의 경제적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게되었다. 

지금의소비시장은없어서불편한것이아니라‘더좋

은’수준까지 발전해 왔다. 이에 각 기업들은 단순히 생

산하고판매하는 역을넘어서기업이갖고있는브랜드

를 로벌화하고, 차별화시키기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

이고있다. 지금의소비자들은조금의편함을포기하고서

라도 더 상위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소비활동을 하려

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사의

파산등국내외기업들의윤리문제가끊임없이발생하면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사회에대한기여가경 의윤리적인, 부차

적인자선활동으로이루어지다가, 이제는사회적책임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 전략으로 브랜드를 지속시키는

중요한요인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결과CSR1) 활동

에대한소극적인자세로는 로벌기업으로의변신이불

가능하다는인식과함께, 소비자에게신뢰받는기업으로

인식되지못할경우기업의생존자체가보장되지못하는

위기감이생겨나게되었다. 이러한위기감을탈피하여기

업의브랜드를지속시키기위해기업들이적극적으로동

참하는것이바로CSR 활동이다. 

CSR의기본적인의미는기업의목적인이윤창출과함

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는것을말한다. 즉, 기업이사회를압박하는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 등을 통하여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적

인예로동물실험금지법안이발효되는데주요적인역할

을한화장품업체The Body Shop의경우를들수있다. 

1996년부터 The Body Shop은 유럽연합에 동물실험

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이 탄원서 운동은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

모 다. The Body Shop의지속적이면서도끈질긴노력

끝에2001년유럽연합국가들은앞으로동물실험을금지

하되이를몇년에걸쳐단계적으로실시하겠다는약속을

받아냈다. 여기서The Body Shop은사회공익캠페인만

펼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한 엄청난 이익도 함께

가져갔다. The Body Shop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 소비

자선호도에서높은향상효과를얻는것외에도, 이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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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치상승을위한
적극적방안 - CSR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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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희 정
상표디자인사업팀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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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경쟁화장품업체들을견제할수있게됐다. 화합

물을기반으로동물실험을통해신제품을개발하는역량

을 쌓아온 거대 경쟁자들이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제품

원료 기반을 원칙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에 반해 The

Body Shop은 그 노력과 돈을 다른 발전적인 부문에 투

자할수있게됐기때문이다.  

기업의 CSR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비단 기업 자체와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투자자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의 브랜드가 더 높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투자하고있는실정이다. 지금의브랜드는단순

히 기업이나 상품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

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나 이미지 등 모

든가치를이야기한다. 이러한결과로기업들은경제, 사

회, 환경등다양한측면에서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펼

치고있으며, 그예로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캠페인, 문

화센터운 , 장학사업, 환경가꾸기, 야생동물보호, 독거

노인의복지를위한활동등다양한방면에서 CSR 활동

을하고있다.   

기업들은 CSR 활동을‘자선’의 차원이 아니라‘투자’

의관점에서효율성을높이기위해보다전략적으로접근

해야할것이다.  

미국의아메리칸익스프레스사는‘사회공헌활동을하

는것자체가똑똑한(smart) 비즈니스’라고했다. 이말

그대로지금의기업들은사회공헌활동자체를단순히봉

사활동이 아닌 기업브랜드를 극대화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방안으로접근해가고있다. 이제기업의CSR 활동

은단순한봉사활동이아닌반드시해야만하는적극적인

활동으로점차그모습이확대되어가고, 인식이바뀌어가

고있다. 

1. CSR

1) CSR의정의

기업의사회적책임은여러가지다양한이름으로불리

고있다. 예를들어기업시민정신, 기업의사회공헌활동,

기업의자선활동, 기업의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개발,

사회 마케팅, 공익 마케팅 등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의 공통된 의미를 찾아 정의를 내려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임의의 경 프랙티스와 내부

자원의기부활동을통해지역사회의복지를향상시키는

의무를말한다.’

위의 정의에서 핵심 요소는‘임의(discretionary)'라는

단어이다. 즉 법률이나 윤리적 기준에 의해 강제성을 띠

는것이아니라기업스스로자발적으로실천하는의무임

을강조하는것이다. 또한이러한의무를통해한기업이

사회에 대해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

며, 금전적인 것이든 비금전적인 것이든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경 프랙티스및기부활동을통해그의무는수

행된다. 또한 CSR 활동은 사회변화를 위해 기업을 이끄

는프로그램으로기업운 과정에완전한책임을실행하

도록하는정책개발활동을말한다. 이는기업이사회속

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

할수있다. 위와같은노력은소비자들뿐만아니라복지

등의공익사업을담당하는정부에서도기업의CSR 활동

을환 하고장려하고있는실정이다. 

아래의 표는 CSR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향을미치면서작동하는지도표로정리한것이다. 

2) CSR의대두배경

CSR 활동의 사회적 배경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처음 대두되기 시작하 다. 당시 미국 사회에는 거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 거대 기업은 독과점과

＾

＾

<그림 1> 기업과 사회의 상호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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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2)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 고 더불어 미

국사회전체에행사하는 향력은경제적인 역을넘어

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증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못한경우가많았고, 종종사회적규범은물론법률

적기준조차위반하는비윤리적인기업의행태가나타나

기도하 다. 이에대한반성을바탕으로 1950년대들어

‘기업의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라는개념이태동하게되었다. 

1994년5월<하버드비즈니스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크레이스스미스가‘새로운개념의기업사회

공헌 활동(The New Corporate Philanthropy)'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기업의 CSR 활동이 단순

히현금을기부하는방식을넘어서서특정사회문제의개

선을지속적으로지원하는사회참여사업의형태로변하

고 있다는 주장의 논문이었다. 여기서 스미스는 이 논문

을통해 CSR 활동을담당하는전담부서가기금을모금

하거나 예산을 따로 편성하며 타 조직과 전략적 제휴를

형성하는데, 그 모든 노력들은 단순히 사회적 봉사 활동

을넘어서비즈니스의실적증진에이득이되는방향으로

진행된다고설명했다. 

이어 스미스는 1950년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러한

변화에 이정표를 제시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지적했

다. 연방대법원의결정은사회문제에대한기업의기부와

참여를 금지하거나 최소한 제한하고 있던 법 규정 및 관

습들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많

은기업들의사회적책임을이행해야한다는압력을느끼

면서기업내부에공익재단을설립하거나사회공헌프로

그램을기획하는등의활동이두드러지기시작했다. 

1990년대초반이되자기업들이새로운사회참여사업

방식에 대해 전략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기

업의봉사활동이기업의이미지재평가에도많은 향을

미치기시작했기때문이라는것을인식하게되었기때문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과 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기업의 CS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 이행

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하라

고 촉구하는 사회각계의 다양한 주문이 점점 더 거세지

고있다. 

기업은사회구성요소인경제기구로서소비대중이필요

로하는제품과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책임을수

행하고 있다. 경제적 책임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고유한,

그리고가장중요한 1차적책임이다. 경제적책임이외의

책임은기업으로서는부수적인2차적책임에해당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기업은이러한경제적책임을수행

하는과정에서모든이해자집단에게미치게될의사결정

과정의 향력을고려하고, 그들에게최선의결과가주어

질수있는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하기위한노력이

있어야한다. 

그 노력의 최대 수혜자로 CSR 활동을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게되면서이는기업들의새로운브랜드지속력강

화에필수요인으로등장하게되었다.    

여기에 2006년 4월 30일 미국에서 열린 기업의 사회

적책임과관련국제컨퍼런스에참석한각국의참가자들

은믿을만한가이드라인또는국제적지표의개발을통한

CSR 경 의 확산은 기업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믿음

을강화하고기업과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시킬

수있다는내용을발표하 다. 뿐만아니라, 전세계의선

도적인 기업들은 CSR과 관련해 각국의 제도와 및 국제

사회의표준화는기업활동을원활하게하는촉매역할을

하 다. 

또한 ISO 260003) 이라는국제표준을통해서기업및

국가 간 경쟁의 가속화와 문화적 충돌 등 로벌화의 다

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CSR 경 의 확산과 발전이

라는목적하에신뢰할만한가이드라인을기업에제공함

으로써 기업 경 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기대와요구에자주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을

갖추고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   

3) CSR의구조와기업의사회참여사업 6가지유형

2) 카르텔[cartel] :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 형태
3) ISO 26000 :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SR)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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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SR의 4단계 구조

가. 경제적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1순위의 책임은 무엇보다 경제

적 책임의 수행이다. 기업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재화와용역을그것의가치에적정한가격으로

공급하고적정한이윤을창출함으로써기업이성장하고,

고용안정에기여하고또한그기업을신뢰한투자자에게

보상하는것이다. 

나. 법적책임

기업도 법 규범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다.

법적책임이라는것은입법자들에의한코드화한윤리를

반 한것이다. 

다. 윤리적책임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에게 기대하는 행위를 포용하는

개념이다. 예를들어, 공정, 적정등으로표현되는이해관

계자들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존경 또는 보호 등을 포함

하는개념이다.

라. 박애주의적책임

강제되지도않고법에의해요구되지도않으며윤리적

의미에서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책임으

로서기업스스로자발적으로사회적으로의미있는행위

에참여하는책임을말한다. 소비자들은기업들이박애주

의적책임에참여해줄것을희망하고있으며, 이러한기

업들에게좀더높은지지도를보이고있다. 

② 기업의 사회참여 사업 6가지 유형

가. 공익캠페인(Cause Promotions)

특정사회문제에대한대중의인식과관심을불러일으

키기위해, 또는특정사회문제를위한기금모금, 자원봉

사자모집을장려하기위해기업이기금, 현물기증, 기타

기업 자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독자적으로펼칠수도있고, NGO4) 등의외부조직과제

휴해실행할수도있다. 또는다수의후원자중하나가되

는방법을선택할수도있다. 

나.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기업이 특정 상품의 판매율에 비례한 금액을 특정 사

회문제 개선을 위해 기부하거나, 혹은 회사의 전체 매출

액중일정비율을기부하는방식이다. 이런식으로기부

금을제공하는기업들은대부분한시적으로기간을정해

놓고특정상품의일정수익을특정사회문제개선을위

해지원하겠다고공언한다. 이경우NGO와제휴하는경

우가 많은데 기업은 특정상품의 판매를 증가시켜서 좋

고, NGO는든든한재정마련을할수있기때문에양자

모두 이득을 보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방식을 가리

켜 윈-윈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과 NGO외에

소비자들 역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평소

관심을가졌던사회문제의개선에기여하는기회를갖기

때문이다. 

다. 사회마케팅(Corporate Social Marketings)

공공의건강, 안전, 환경또는사회복지개선을목표로

기업이행동변화캠페인을개발, 실천, 지원하는것을말

한다. 가장큰특징은행동변화에초점을둔다는점인데,

공익캠페인이특정사회문제에대한대중의관심을모으

고, 기금 모금과 자원봉사자 모집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은 독자적으로 행동 변화 캠

페인을개발하고실천할수도있지만, 대부분공익기관과

손을잡거나NGO와제휴하여캠페인을진행한다. 

라.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

특정사회문제나공익사업에직접기부를하는방식으

로대부분현금기부, 물품이나설비등의현물기증, 기

업의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업의사회참여사업방식가운데가장전통적인방식으

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십 년간 단지 명목상으로, 혹

은 체면치레를 위해 행해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달라졌다. 대내외적으로사회참여사업에대한압

박을느끼고있는많은기업들이사회공헌활동을비즈니

4)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 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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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상의이득과연결시킬전략을강구하느라고심하고있

는실정이다. 

마. 지역사회자원봉사(Community Volunteering)

지역사회의상인들, 가맹업주들, 그리고기업의직원들

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기업차원에서지원하고권장하는방식이다. 다른사회참

여사업과마찬가지로기업이독자적으로실천할수도있

고, NGO와의제휴를통해실천할수도 있다. 이때 자원

봉사활동은기업의관리하에조직적으로실시되기도하

고, 직원들의자발적인선택에의해행해지기도한다. 따

라서회사차원에서는자원봉사를위한유급휴가를제공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바. 사회책임 경 프랙틱스(Socially Responsible

Practices)

환경보호및사회복지개선에기어하는경 및투자활

동을말한다. 기업스스로구상하여실천하기도하고, 타

조직과연계하여진행하기도한다. 이러한유형의사업은

정부의강제적인조치나규제당국의감독에의해서가아

니라기업스스로의자율적인선택에의해이뤄지고있다

는점이특징이다. 

4) 사회참여사업 6가지유형에해당하는 CSR 활동

① 맥도날드 : 아동복지 개선

‘포춘’이CSR 분야에서선정한‘가장존경받는기업에

맥도날드는2000~2002, 2004년에올랐으며, 2001년에

는 '월 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CSR을 가

장잘이행한기업들을선정해발표하는명단5위에올랐

다. 맥도날드의회장겸CEO인짐캔탈루포는‘무엇보다

사회적책임의중요성’을굳게확신하고있었다. 그는사

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과, 사회적

책임의테두리안에서기업의성과가평가돼야한다는점

도강조했다. 

위의표에서보는것처럼맥도날드는아동복지와지역

사회개선에일조하고자하는취지가일관되게나타나고

있다. 

② DELL : 환경보호

델은190개이상의국가에기업용컴퓨터와모니터, 프

린터, 노트북, 소프트웨어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는 로벌기업으로 4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6개 대륙에

거주하며일하고있다. 

델은자금의기부뿐아니라, 경 프랙티스와마케팅의

측면에서도환경문제개선을위한다양한사회참여노력

을기울이고있다. 환경문제에대한회장겸CEO 마이클

델은“델은 환경 위험을 최소화한 상품과 프랙티스를 개

발하고 있고, 환경에 민감한 물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언젠가는완전히제거할것을목표로한다. 또한

각종원료들이쓰레기매립장으로섞여들어가지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델의 환경문제에 대

한참여노력은환경을배려한상품디자인, 쓰레기와오

<표 1> 맥도날드의 사회참여 사업 사례

유 형 사업내용
공익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

사회마케팅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

사회책임 경
프랙티스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열린올림픽청소년캠프후원

2002년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날’빅맥등상품
판매시 1달러씩 아동복지사업을위해적립

적시에어린이예방접종실시를권장하는프로그램

중증질환어린이가정을위한거쳐제공

뉴욕 9.11 사태 발생시 복구인력과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급식제공

상품포장시재활용재료를사용함으로써포자분량
절감노력

유 형 사 업 내 용
공익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

사 회
마케팅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

사회책임경 프랙티스

중고컴퓨터를수집하여 NGO 및 자선단체에기증

고급장비 3가지를 재활용하면온라인에서신제품
구매시 10% 할인혜택

중고프린터의재활용또는재사용을위해신속한
무료수거서비스

다양한환경보호사업을지원하는‘어스쉐어’에현금기부

매년 9월‘지역사회참여주간’에공원등과같은
자원봉사에전세계직원들이참여

환경관련기준, 정책, 목표에 부합된디자인으로상품생산

<표 2> 델의 사회참여 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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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예방, 환경을소중히여기는문화조성등과같은환경

관련정책들을통해서명백히보여주고있다. 

2. 유한킴벌리의CSR 활동

1)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① 유한킴벌리의 환경방침

유한킴벌리는 1996년부터환경 향을최소화하는선

도기업이되고자많은환경정책을실천해오고있다. 

② 환경경 체계

유한킴벌리의전생산사업장은 ISO14001 인증을획득

하 고,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상태이며, 지속적으

로관리를철저히하여재인증을받은상태이다. 

③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환경보전을 위해 1984년부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

는“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우

리나라는산지가국토의65%나되지만, 임목축적이자연

선진국에 비해 3/1에 불과하고, 연간 강우량이 1,300억

톤이나되면서도물이부족한나라이기에필요한일이었

다. 이활동은국민이함께참여하여나무와숲이환경적

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

를계속마련해왔다. 

유한킴벌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CSR 활동의 선구자로

공익캠페인에꾸준한시간과노력을투자했다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캠페인을펼치고있는유한킴

벌리가여태껏국내에심은나무숫자는3600만그루, 조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숲가꾸기
기금조성

청소년환경
체험교육

‘그린캠프‘

신혼부부
나무심기
체험

숲에관한정보
사이트운

(포레스트 코리아) 
숲의

중요성 홍보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조성
- 학교 숲 만들기

출판활동

연구조사

환경단체와의
협력활동

숲가꾸기 기금조성 운 위원회는 약 47억 3천만원을 기탁하여,
이기금으로국유지 2천만그루이상의나무를심고가꾸어왔음
- 나무심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가꾸기, 병충해 방제,
비료 주기 및 산길개보수등

유한킴벌리는 1988년부터 매년 전국의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악산 자연학습장에서 환경체험 교육인‘그린캠
프’를열고있음
그린캠프는 2003년까지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4일
의 일정으로 2회에 걸쳐개설해총 22기에 이르게되었음

청원군 백운면에서 처음 시민참여 나무심기를 시작한 이래
매년 식목일을 즈음하여 자원봉사에 나선 신혼부부들과 나무
를심고있음
2003년까지 6천 800쌍의신혼부부들이나무심기체험을같이함

웹사이트상에서숲보호활동을전개하고있음
2001년 1월부터‘포레스트코리아’를개설해, 운 하고 있음

1984년부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계몽활동을펼치고있음

전국에 좋은 학교 숲 만들기 사례를 만들어 다른 학교에 널
리알리기위한활동을하고있음

숲에대한좋은책들을소개
환경보호 활동의 실천, 해외사례 소개, 숲 가꾸기 등을 다룬
총 4종의 환경서적출판에참여했으며, 총 3만 여부를 보급

산림전문가, 생태 전문가, 환경보호단체, 학교 등에서 진행하
는연구를지원

1998년 이후‘생명의 숲’, ‘평화의 숲’, ‘동북아산림포럼’,
등 환경 보호 단체들과총 130건의 협력 활동을수행해왔음

<표 3> 유한킴벌리의 환경 정책

<표 4> 유한킴벌리의 인증현황

<표 5>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프로그램

환경부하
최소화

지속적인
환경개선

환경보호운동에
선도적역할

효율적인
환경관리

조직원의환경
관리능력배양

방침공개

제품생산 전과정에 환경 향을 사전 평가하여 환경피해
를 최소화 하는 전과정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지구환경에
향을미치는물질의배출을최소화함

지역 및 국가의 환경 법규를 준수함을 물론 자체 환경 관
리 기준 및 해당 부문별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3R(reduce, reuse and recycle) 운동의 전개를 통해
지속적으로환경개선을도모해나아감

‘기업을키워준사회에성실히보답한다’는기업이념으로전
조직원은환경보호운동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해나아감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환경경 성과를 제고
해나아감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으로능력을배양

환경시설을 개방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환경방침을 공개하
며환경경 활동을적극적으로공개해나아감

5) ISO 14001 : 부정적인 환경 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경 활동을 효과적으로 시스템화 한 것

김천공장

대전공장

안양공장

1996년

1996년

1997년

2002~2004년

2002~2005년

2001~2004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1~2006년

1997~2006년

1999~2007년

인증취득 재인증 지정 재지정

ISO 14005) 인증획득 친환경기업지정

사업장

PATENT 21 43



브
랜
드
성
공
사
례

44 PATENT 21

성한숲은 7533ha다. 이 업체는나무심기, 숲 복원등과

관련된공익캠페인을올해로25년째펼치고있다. 

또한유한킴벌리는 5년연속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최

'한국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에수상했다. 

'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 캠페인이유한킴벌리가갖고

있는브랜드이미지에끼친긍정적인 향은돈으로환산

할수없을정도다.

위와같은결과는유한킴벌리의최고경 자가확고한

CSR 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환경경

, 윤리경 , 사회공헌 활동, 임직원 및 소비자 만족

경 등 종합적인 CSR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

이다. 

4. CSR 활동과브랜드지속력의관계

1) CSR을통한기업의이익

대다수의선진기업들은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이

라는인식을소비자들에게심어주기위해각방면에서다

양하게노력하고있다. 전경련이발간하는지속가능경

보고서들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도 CSR 활동 예산을 지

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CSR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

이증가하고있다고한다. 

CSR 활동의효과에대해서도최근많은논문이발표되

고있다. 초기의연구들은주로CSR이주로기업의마케

팅성과에미치는 향에관한것들이었다. 이러한연구결

과에 따르면 CSR 활동이 소비자들의 브랜드태도, 구매

의도,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SR이 기업광고 보다도 더 효과적인

마케팅커뮤니케이션도구라는연구결과도나왔다.  

기업의사회참여자체가사업이라고말하는이들도있

고, 사회참여사업자체가비즈니스상의실리와관련해서

잠재적이득을불러온다고말하는이들이늘어나고있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참여가 잠재적인 소비자, 투자자, 주

주, 언론, 그리고국회와법정에서까지좋은기업이미지

를전달할수있다는것이다.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는 애사심과 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계기가되고, 운 진과소속지역사회로부터는

브랜드 지지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잠

재적인고객과기존고객모두에게긍정적인브랜드이미

지와선호도를심어준다는사례도늘고있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하는기업은그렇지

못한 기업과 비교해 볼 때 더 오래 생존한다는 주장도

있다.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아래와같은일련의실직적인이득을얻는

다는결론을내렸다. 

- 판매율과시장점유율증가

- 브랜드이미지제고

- 기업이미지와 향력강화

- 인재의확보및유지매력도증가

- 회사운 비용감소

- 투자매력도및위험회피율증가

2) 브랜드가치상승효과

「공익 마케팅 : 혼이 있는 브랜드 만들기 Brand

Spirit」에서 기업 또는 브랜드를 적절한 사회 문제와 연

결시키는것이기업의좋은이미지를형성하는데큰역할

을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기능이나 합리

적인이득등과같은실질적인문제를넘어서서브랜드의

이미지와같은정서적이고심리적인면에까지관심을갖

는다. 소비자들을‘매슬로의 5단계 욕구설’에서 가장 높

은단계의‘자아실현에대한욕구’를추구하는쪽으로변

화하고 있다.”이는 CSR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 소

비자들의마음을끌어당기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참여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그러한기업의상표를볼때마다긍정적인감

정과더불어좋은이미지를떠올리게된다.  

CSR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금전적인면과관련된이득이가장높은비율

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각 기업들의 그들만

의다양한방법으로CSR 활동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 

기업들이얻는금전적이득으로는운 비용감소, 규제

당국의 인센티브, 직원의 생산성 증가와 이직률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마케팅 면에서도 높은 이득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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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기업들은 미디어에 활발하게 노출됨으로써

기업의 참여 노력이 더 크게 부각되는 등의 많은 이득을

얻을수있었다. 이는소비자의호감도증가, 브랜드선호

도창출, 브랜드 역강화, 상품 품질개선등의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존중받는 기업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있다.  

3)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CSR 평가
결과

평가대상은공정거래위원회가2006년 1월발표한자

산규모 기준 30대 기업집단이다. 여기에 자산규모 30은

아니지만, 오랜기간 CSR 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기업 유

한킴벌리와담배를제조하는KT&G를추가하 다. 

‘매우 못한다’는‘0’점, ‘매우 잘한다’는‘10’점으로

하여응답의평균을낸결과이다. 

CSR 활동에대한결과는삼성과유한킴벌리가가장좋

은결과를나타냈다. 이와함께브랜드이미지도함께물

었다. 그결과좋은기업으로삼성(6.9), 유한킴벌리(6.6),

포스코와현대차(6.1) 순이었다. 나머지대상그룹들은중

간지대에몰려있었다. 

CSR 활동과함께브랜드이미지도함께물었다. 그결

과 좋은 기업으로 삼성(6.9), 유한킴벌리(6.6), 포스코와

현대차(6.1) 순이었으며, 나쁜기업으로는토지공사(4.3),

주택공사(4.7), KT&G(4.8) 순이었다.  

조사결과기업의 CSR 활동과기업의브랜드이미지는

상호 접한 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모

든 면에서 기업에서 CSR 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브랜

드호감도에비해점수가낮았다. 

조사결과를보면자산규모가큰회사일수록기업의사

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한킴벌리와 몇몇 공기업들은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해 브랜드 호감도 점수가 높았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브랜드에게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이동한다는결과로볼수있다. 

또한 큰 기업일수록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 상승전략으로 CSR

활동을적극활용하고있다는의미로볼수있다. 

위의결과로보면유한킴벌리가자산규모에비해 CSR

평가가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도로공사, 주택

공사등은자산규모에비해 CSR 평가가좋지않은기업

으로나타났다. 

결론
CSR 활동이브랜드가치상승에미치는효과

‘왼손이하는일을오른손이모르게하라’, ‘좋은일을

할때는남들모르게하라’는말들이있지만기업의사회

적 책임 활동은 널리 알려질수록 활동의 성과도 높고 기

업입장에서도다양한이득을얻을수있다. 

CSR 활동의성과를평가하는지표에도그활동이얼마

< CSR 평균 : 5.5 >

< 브랜드이미지평가평균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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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30대 기업의 CSR활동 평가

<그림 3> 국내 30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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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많은사람들에게인식되고 향을미쳤는지가중요한

평가요소로자리잡고있다.

CSR 활동은제품마케팅과마찬가지로여러마케팅요

소를 합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전략(IMC)으로 광고효과

를높일수도있다. 그예로제약회사앨리브의경우를볼

수있다. 

자사제품의타깃고객인관절염환자들을대상으로한

앨리브의공익활동은CSR 활동이브랜드파워를지속시

키고높이는성공적인사례로평가받는다. 

앨리브는 관절염 환자라는 캠페인의 타깃 고객층에게

자사의브랜드이미지를확실히심어주기위해관절염재

단과 손을 잡았다. 이어‘관절염환자 걷기대회’의 후원

기업이되는한편, 자사의 TV광고에대외홍보를위한 5

초짜리안내멘트를삽입했다. 상품포장에는관절염재단

으로부터 인정받은‘관절염 환자를 위한 열기 쉬운 병마

개’를 사용하고 인증문구를 삽입했다. 또 제품 포장지에

있는마크를떼어보내면관절염재단이발간한자료를무

료로보내주는이벤트를실시했다. 다양한마케팅요소들

을결합해‘관절염퇴치’라는자사의노력을홍보한결과

앨리브는 7000만 명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자사의

브랜드이미지를분명하게심어줄수있었다. 

또한 HP의경우처럼 CSR 활동을통해우연히사업아

이템을발견, 이를활용해성공적인비즈니스로발전시킨

경우도있다. HP는빈곤층주민들을지원하며인도와같

이 저소득이지만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때 가난한 지역에서는 전기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HP 직원들은 태양열로 작동되는

프린터와 디지털 카메라 개발에 착안했다. 이 제품의 개

발은 충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디지털사진기로사진을찍어주는신종직업까지탄생시

켰다. CSR 활동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서 HP 브랜드를

확실히각인시킴은물론, 새로운제품아이디어와고객까

지 함께 확보한 HP는 이 제품의 개발에 대해 사회참여

사업을통해비즈니스상의실리도함께얻은대표적인사

례라고자평한다.  

기업을살린CSR 활동도살펴보자

‘파나소닉’과‘내셔널’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마츠

시타 전기는 대형 사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사제품인

석유온풍 난방기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고객이 사망한

사건이일어난것이다. 일본의경제산업성은긴급회수와

함께리콜명령을내렸다. 마츠시타전기는일본내에서도

전계열사가지켜야할행동규정이잘정비된곳으로유명

했으며, 행동규정에는광고에대한행동기준까지정해져

있었다. 그러나사망사고가발생하자신문하단에사죄광

고한번기재하는것으로그치고말았다. 하지만이문제

는후에더크게발생하 다. 다음달6일석유온풍난로를

수리하는과정에서수리가잘못돼중독자가발생하게되

면서, 비슷한문제를또발생시킨것이었다. 이에마츠시

타전기는즉각반응을보 는데다음날아사히신문에사

죄와함께리콜을실시한다는전면광고를내보냈다. 일본

에서 이같은 전면 사죄광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단

지를통해사죄광고를내보냈고, 전국 3천백만가구를대

상으로 사죄엽서를 발송하기도 하 다. TV를 통한 광고

를 하 고, 1985년에서 1992년 사이에 만들어진 온풍기

와 옥외 배기통이 있는 제품을 모두 리콜하여 수리하는

전대미문의 CSR 활동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점검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즉각 사용을 중단

하고수리받을것을권했고, 소비자들에게폐를끼쳐진

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마츠시타전기는일본의수많은광고관련종자사

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초기의 비난의 목

소리를마츠시타는사죄광고와함께대대적인CSR 활동

으로마츠시타전기를더욱신뢰하게만들어버렸다.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찬반은완전히일치된견해

가없다. 하지만넓은의미로보면기업은그들의행위가

사회에미치는 향을심각하게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실질적으로지금의기업은그규모가방대해짐에따라여

러 다양한 부문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금 현시점,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문제가될수있는많은요소를가지고있다. 이런문제를

넓은 시야로 살펴본다면, CSR 활동이 기업의 향력 증

대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완화시키며 사회와 기업 모두

인간성을회복하도록하는데좋은역할을한다는것을인

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CSR 활동은 생존을

위한적극적인투자로점차변하고있다. 

요즘 국에서는 CSR 활동을브랜드관리의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FTSE 100(런던

증권시장의 100대 기업 주가지수)’회사들의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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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SR 스페셜리스트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그에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해 소비자와 주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상황이다. 그활동은라이벌들과의경쟁관계에서우

위를 선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비즈니스 기능상

으로서도중요성높다.  

삼성경제연구소의발표에따르면, 오는2009년기업의

CSR 활동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인 ISO26000이 도입되

면 기업의 CSR 활동 정보가 금융기관들의 투자나 기업

평가 때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CSR 활동을 잘하는

기업을 선정해 투자하는 SRI6)펀드 규모가 빠르게 커지

고 있는 것도 CSR과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의 상관관

계를보여주는지표”라고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일류 기업들은 모두 CSR 활동

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

게 하는 주요기구인 것을 소비자가 더욱 인식하게 된다

면, CSR 활동을 통한 기업의 브랜드 지속력은 생산과

판매를통한이윤추구측면과더불어기업을더욱안정적

으로 운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CSR 활동

으로인한좋은이미지는기업의 무형자산이라고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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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사회적 책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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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재권News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식재산권 관리교

육 및 연구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

-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지

식재산권의 관리교육 및 연구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를 개최하 으

며 본 컨퍼런스에서의 주된 토의과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식재산권의관리교육과연구 다.

전 세계 18개국 30여개이상의대학, 기업체경 진및정

책입안자들이참가한본컨퍼런스는 로벌지식재산의관

리교육및연구에관한현황과그것의미래를위한로드맵

설정을 위한 면 한 검토가 이루어진 최초의 국제 컨퍼런

스 다.

본컨퍼런스에서는비즈니스, 공학및법과대학의교과과정

에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시급

한과제임을강조하는선언이채택되어졌다. 또한이선언

은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이중요한신규교육과정의개발

에리더십을발휘하도록요구하고있다.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경제발전과 비즈니스 경쟁력에서의

지식재산의역할과지식재산관리교육및연구의수요와공

급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지식재산의

관리 기능 역으로의 통합에 관한 토론과 함께, 특허, 업

비 ,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및 저작권을 경 전략, 혁

신, 마케팅, 금융 및 기업의 사회책임 등에 초점을 맞춘 교

육과정에포함하는방법에대한5가지세션이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지식재산 관리교육과 연구의 부족에 주목하

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스쿨과 경 과학 교수진들은 지식재

산 관리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MBA, MOT 또

는 경 진 교육프로그램 포함하고 있지 않다. 관련 프로그

램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의 경우에도, 다국적기업 등의 기

업체가원하는수요에는미치지못하고지식재산관련업무

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충분히가르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러한지식재산기반경 교육의부족은개발도상국이나시

장경제로변해가는국가의경우더욱뚜렷하다. 이러한현상

은 주로 지식재산을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토록 하

는지속적인관심과교육자원및자료의부족에기인한다.

자료출처 : WIPO, 2008. 7. 21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검색서비스

PATENTSCOPE에 일본어 검색기능 추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특허검색서비스인PATENTSCOPE

에서 일본어를 이용한 검색이 2008년 7월 3일부터 가능

해졌다. 일본어는 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그리고

러시아어에이어전문검색이가능한6번째언어이다.

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는“이번 일본어 검색기능

추가를통해지난 4년간출원된 PCT 국제출원건의 16%를

차지하는 일본특허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고 밝

혔다. 일본어는 어 다음으로 PCT 국제출원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언어이며, PCT를이용하는기업중많은수가일

본기업이다. PCT국제출원제도는 국제 특허시스템의 토대

로 최대 139개국에서 특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

는빠르고비용효율적인제도이다.

검색이가능한일본어텍스트데이터는일본어로전자출원

된 PCT출원건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 및 2008년 7월 3

일 이후에 공개된 출원건이다. 일본어 텍스트 데이터는 특

허사무소와 기업체 등 FTP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서비스

이용자에게주단위로공급된다. 

자료출처 : WIPO, 2008. 6. 30 

□미국지재권News

● IBM, 대학들과 손잡고 출원전 특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하기로

- IBM은 도쿄대학교 등의 대학들과 함께 특허출원 이전에

특허를평가할수있는방법을개발하기로했다.

이 특허품질지수(patent quality index)는 특허를 평가할

수있는체크리스트로 2010년경완성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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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참여하는대학은동경대학교외에콜롬비아대학

교와뮌헨대학교가있다.

이 특허품질지수는 출원할 특허의 신규성에 대한 검색과

특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지를 수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본 수치를 바탕으로

필요한경우특허출원이전에출원내용을수정할수있다.

IBM과 참가대학들은 공개된 특허와 판례를 면 히 검토하

여 통계학적 관점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접한 관계가 있

는 요소들을 발굴할 계획이며 본 리스트에는 12~15개의

평가항목이포함될예정이다.

본 특허품질지수는 특허가 출원된 이후 거절되는 위험과

이에 따른 법률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IBM은 전 세계 기업에 본 특허품질지수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Trading Markets 2008. 7. 14

□아시아지재권News

● 중국, 중국소재 외국기업의 특허출원규정 강화할

태세

- 새롭게제안된중국특허법개정안에따르면중국소재외국

기업이 발명한 기술은 중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렇지않을경우, 해당 지식재산은법적보호를받지못하

게된다.

이러한요구조건은연내에입법화될수있으며, 마이크로소

프트등의외국기업들이중국에연구센터를건립하고사업

확장을위해노력하는시기에제안된것이다.

개정안에는 절대적 신규성(absolute novelty) 기준의 도입

도포함되어있다. 이기준에따르면해외에서이미사용되

고 있는 발명의 경우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가 어려워

진다.

지식재산 컨설팅업체 Rouse&Co의 특허법전문가인 엘리

오트파파요르규우는“개정안에따르면중국에서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의 기술개발 활동에 어려움이 더하겠지만, 한편

으로 불량 중국특허에의 대응은 좀 더 쉬어질것이며 이러

한결과는외국기업들이반겨할일”이라고말했다.

외국기업과상공회의소들은이러한법률개정안에대한의

견을 중국정부에 제출하 으나, 중국정부는 이것과 관련하

여논하는것은거절하 다. 

대부분의서구국가들또한이러한자국출원우선의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규정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은 중국에서 훨

씬 더 심하다. 만일 중국소재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을 중국에 먼저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경쟁업체

는해당특허의유효성에시비를걸수있게되며, 결국중

국에서관련제품판매의금지가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중국소재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개발된 특허기

술의 보호를 위하여 익숙한 자국의 특허법과 언어를 이용

하여 자국에 먼저 출원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

국적기업들은임시로중국발명가를자국으로보내어연구

활동을 하게 하여 발명 특허기술의 해외에서의 출원이 가

능토록함으로서특허가중국경쟁기업에조기에노출되는

것을방지하고있다.

이러한개정안이통과될경우, 외국기업들은중국에서개발

된 특허기술을 중국어로 중국에 먼저 출원해야 한다. 하지

만 중국의 특허제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관련 특허기술분

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수는상대적으로많지않은상황이다.

로펌 Jones Day의토니첸은“현재의특허시장은높은수

준의 법률 기술의 공급측면에서 충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

다”고말했다.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ZTE는 많은 발명이 국내외 연구소

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해당 발명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히 구별

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중국정부에 전달했다

고밝혔다.

로펌 Foley&Lardner의 특허법 전문가인 할 베게너는“새

로운 규정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기업들은 새 규정에

곧적응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자료출처 : Financial Times,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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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원장추천위원회개최

한국특허정보원원장선임을위한원장추천위원회가지난 7월 16일(수)과

28일(월) 2회에걸쳐개최됐다. 

7월 16일(수)에개최된제1차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총7명의위원중위원

장선임, 공모시기및방법등에대해확정하 다. 이어7월28일(월) 개최된

제2차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7월 17일(목)부터 26일(토)까지 10일간 공모를

통해지원한후보자에대한서류심사및면접전형을실시했으며, 이사회에추

천할후보자에대한적격여부를결정하 다. 

한편, 이번한국특허정보원원장공모에서는박재천후보(특허청기계금속

건설심사국국장)가원장후보로이사회에추천되었으며, 오는 8월 7일개최

될이사회에서원장선임안으로상정되어최종확정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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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특허평가(K-PEG) 온라인상용서비스오픈

국내 최초로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으

로실시간확인할수있는상용서비스가나온다.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은 특허기술

의 평가 및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개발

한 특허평가시스템인 K-PEG(Korea-Patent

Evaluation & Grading, 이하 K-PEG)에 대한

온라인상용서비스를오는8월오픈한다.

지난해 9월 개발된 K-PEG을 통해 본격 시작

된 정보원의 특허평가서비스는 그동안 오프라인

신청으로만이용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온라인

을통해장소에구애받지않고실시간으로특허평

가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된다.

K-PEG 서비스를개발한한국특허정보원관계

자는“전문가에의한특허평가는고비용과장시간

의평가기간이요구되어시장형성에저해되는단

점을가지고있었으나, K-PEG 시스템은이러한단점을극복하여대량의특허를단시간에평가할수있는특징을갖

고있다”고설명했다.

그는또“K-PEG의평가결과에대해서울대경제연구소에의뢰하여객관적인검증을받았으며, 국내등록된특허

이면서해외에서도등록된특허를파악하고, 이를토대로우수특허를선별할수있도록평가모형을개선하여평가결

과에대한신뢰도를높 다”고강조했다.

이번오픈된온라인특허평가서비스는그동안의오프라인평가서비스검증결과를바탕으로일부제시된구성상의

문제점을보완하는한편, 의뢰자맞춤형서비스로개선하여제공된다.

K-PEG 서비스는특허청에서주관한특허경매, 미활용특허평가등에서우수특허선별평가를위한자료로활용되

었고, 대학및정부출연(연)의성과평가를위한기초자료로이용되고있으며, 국가R&D에서나온특허에대한질적평

가지표로도활용되어지고있다.

특허평가서비스이용방법및K-PEG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오는 8월, 한국특허정보원의K-PEG 홈페이지

(kpeg.kipi.or.kr)를통해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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