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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네트워크 침입탐지 및 경보체계 시스템

- FMC 기반 단말 및 시스템 개발

- 첨단 안테나 장비 및 시스템

- 차세대 이동통신 중계시스템

- NG-PON(Next Generation Passive Optical 

Network) 관련 기술

- 차세대 융합 스마트TV 서비스 플랫폼

- 차세대 통합 서비스 플랫폼

- 에너지관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

-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위치인지기반의 계량관리시스템

- 저전력 플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 U-City 구현을 위한 지능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 위치기반 객체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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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침입탐지 및 경보체계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네트워크 인 라에 한 침해와 네트워크 노드의 비정상 인 동작으로 인한 네트

워크 서비스의 마비, 한 인터넷 로토콜 고유의 특성을 이용한 우회 침투 는 

트래픽 폭주로 인한 네트워크 마비 상을 방지함으로써 응용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한 기술로, 네트워크 생존성 보장을 한 인 라 보호 기술과 응용서

비스의 보안 요구정도에 따라 차등 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벨의 보안 기술로 

분류됨. 

 ○ 재의 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기존의 유선망에 한 보안 기술과 함께 유무선 통

합과 클라우드 컴퓨   스마트 워크 환경의 확산 단계로 발 하면서 의료, 기계, 

건설/토목을 포함하는 기존의 기술과 IT가 융합되는 ICT 환경에서는 기존의 각각

의 네트워크에서 독립 으로 수행되는 단편 인 보안 기술의 단계를 넘어서는 새

로운 개념의 지능형 융합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제품개발이 필요함. 

 ○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이 구축된 이후에 외부의 공격에 응하기 한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은 사 에 상 가능한 보안   취약 을 분석 응하는 것보

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나. 범

 ○ (제품 분류 ) 네트워크 침입탐지 기술, 침입차단기술, 통합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 보안 제기술, 근 리 기술, 차세  유해정보 탐지 기술, 분석 기술  유

해 트래픽 차단 기술, 기 조기경보 체계 기술 등을 모두 포함

 ○ (공 망 ) 네트워크의 보안성, 생존성 강화기술  제품은 암호/인증, 트래픽 

모니터링, 차세  유해정보 탐지/차단 부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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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IT융합 분류 의 범 ]

[공 망 단계별 네트워크 보안 주요제품 분류표]

분류
분야

(공 망단계)

세부 항목

제품/시스템 세부내용

네트워크의 

보안성, 생존성 

강화기술  제품

암호/인증 인증 제품

- 국정원 구 합성(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 CC(Common Criteria) 인증

트래픽 모니터링

침입탐지 시스템
- DDoS 탐지 시스템

- 침입방지 시스템

침입차단 시스템

- 웹 방화벽

- 네트워크 방화벽

- DDoS 차단 시스템

트래픽 모니터링 -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보안 시스템 - 통합보안 시스템

보안 제

- 험 리 시스템

- 패치 리 시스템

- 자산 리 시스템

- 로그 리 분석/분석 시스템

- 취약  분석 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 사이버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 사이버테러 경보 시스템

- 침해사고 응 시스템

근 리

- 네트워크 근제어

- 통합 근제어 리 시스템

- 싱  사인온

- 통합 계정 리

차세  유해정보 탐지  

차단

Anti Virus

- Virus 백신

- Anti 스 이웨어

- Anti 피싱

Anti Spam - 스팸차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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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개발의 범 는 암호/인증 역과 트래픽 

모니터링 역과 차세  유해정보 탐지  차단 역이며, 기술 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한 IT 보안인증을 한 CC(Common Criteria) 인증과 암호모듈에 

한 구 합성 인증(KCMVP: 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을 포함. 네트워크 생존성 강화를 한 생존성 장애 탐지, 트래픽 수집기술, 트래

픽 분석기술, 통합 트래픽 모니터링 기술, 비정상 트래픽 탐지기술, 기 조기경보 

체계기술을 포함하며, 차세  유해정보 탐지  차단을 한 불법 스 이웨어, 악

성 콘텐츠, 불건  콘텐츠 탐지  차단 등과 련된 기술까지 포함.

2. 기술(특허) 분석1)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차세  무선통신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860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한국 특허가 체의 25.2%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1)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

개특허  등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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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icrosoft  

Corporation
9 30

Microsoft  
Corporation

55 16 Hitachi, Ltd. 21 3

2
HUAWEI  

TECHNOLOGI
ES CO., LTD.

31 5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EXX
ONMOBIL 
RESEARCH 

AND 
ENGINEERING 

COMPANY

47 4

TOSHIBACORPO
RATION 18 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09 비  는 보안통신을 한 배치(확산스펙트럼기술) 1245

H04L-029
그룹 1/00~27/00에서 단 한개의 포함되지 않는 배치, 장치회로 는 시스템(메모리, 입출
력장치 는 앙처리장치간의 상호연결 는 정보 는 다른 신호의 달

283

H04L-012
데이터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281

G06F-021

부정행 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보안 장치(멀티 로그래  
9/46; 허가받지 않은 메모리 사용에 한 보호 12/14; 부호화된 ID카드 는 신용카드에 
의해 작동하는 지불장치 G07F 7/08; 앙국에 의해 감시되는 도난 방지 설비 G08B 
26/00; 비  는 안 한 통신 H04L 9/00;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269

G06F-015
디지털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255

G06F-017
디지털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
태의 것

137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icrosoft Corporation (유럽),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Hitachi, 

Ltd. (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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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3
SAMSUNG  

ELECTRONICS 
CO., LTD

15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21 4
Panasonic 

Corporation
18 1

4 AlcatelLucent 4 12
HUAWEI 

TECHNOLOGIE
S  CO., LTD

11 10 Sony Corporation 11 0

5
BP Chemicals  

Limited
6 0

QUALCOMM 
Incorporated

11 10 NEC Corporation 8 1

(2) 국내동향

 ○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지속 인 성장 추세를 보이다 2008년 135건 이후 감소추세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의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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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09
비  는 보안통신을 한 배치(확산스펙트럼기술[spread spectrum techni- ques] H04B 
1/69)

380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
의 상호연결 혹은 송

77

H04W-012
보안장치, ) 속보안 는 부정검출; 인증, ) 사용자 신원 는 권한 검증; 라이버
시 는 익명성보호 

71

G06F-021

부정행 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보안장치(멀티 로그래  9/46;
허가 받지 않은 메모리 사용에 한 보호 12/14; 부호화된 ID 카드 는 신용카드에 의
해 작동하는 지불장치 G07F7/08; 앙국에 의해 감시되는 도난 방지설비 G08B26/00; 비

 는 안 한 통신 H04L9/00;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30

H04L-029
그룹1/00～27/00에서 단 한 개의 포함 되지 않는 배치, 장치회로 는 시스템(메모리,입
출력장치 는 앙처리장치간의 상호연결 는 정보 는 다른신호의 달

20

H04W-004 무선통신네트워크에 해 특히 용된 서비스나 설비 17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6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콸콤 인코포 이티드, (주) 이티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64 콸콤 인코포 이티드 26 삼성 자(주) 66

2
경북 학교

산학 력단
6 (주) 이티 15 엘지 자(주) 21

3
성균 학교

산학 력단
6 노키아 코포 이션 18

4
한남 학교

산학 력단
4

마이크로소 트

코포 이션
15

5
인하 학교

산학 력단
4 에스 이텔 콤(주) 1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차세  무선통신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과 RF차폐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3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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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무선랜/인터넷보안(1.78), 무

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0.84), 보안토큰(0.84), RF차폐(0.74)순으로 무선랜/인터넷

보안이 기술  비교 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0.97 337.23 0.98 0.98 0.03 0.84

무선 랜/인터넷보안 1.16 404.42 0.95 1.01 0.02 1.78

RF 차폐  0.98 335.71 1.02 0.90 0.03 0.74

보안토큰 0.83 207.64 1.08 1.26 0.03 0.8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차세  무선통신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무선랜/인터넷보안(1.34), RF 차폐(0.90)등의 순서로 악되었으며, 특히 무선랜/인

터넷보안은 패 리 특허 등록이 4,663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 기술독 지수는 4가지 구성요소  무선침입탐지  차단 시스템의 기술독 지수

가 267.72로 가장 높았으나, 모든 구성요소가 300  미만의 독 수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3,049 0.88 267.72

무선 랜/인터넷보안 4,663 1.34 261.35

RF 차폐 3,069 0.90 258.71

보안토큰 2,049 0.82 210.16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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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0.03 0.84 0.88 267.72

무선랜/인터넷

보안
0.02 1.78 1.34 261.35

RF 차폐 0.03 0.74 0.90 258.71

보안토큰 0.03 0.84 0.82 210.16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차세  무선통신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보안토큰이 2.9로 구성요소  소기업

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무선랜/인터넷보안을 제외한 구성요소가 2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무선랜/인터넷보안이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3  미만으로 보통 수 의 기술 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무선랜/인터넷 보안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4 으로 나타났으

며, 기술독 지수는 보안토큰이 3 으로 악됨. 체 기술진입도 지수는 보안토

큰이 3.5 으로 다른 구성요소 보다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한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무선침입

탐지  

차단시스템

2 2 2 4 2 3 2.6

무선랜

/인터넷보안
1 5 2.6 1 2 1.5 1.94

RF차폐 2 1 1.6 4 2 3 2.44

보안토큰 2 2 2 4 3 3.5 2.9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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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기업체간 기술격차로 인한 통합기술 개발 어려움

 → 시장 니즈 1 : 통합 보안제어 제품 개발 요구

 ○ 단일 도메인 네트워크 역에서 운  가능한 침입탐지  방지 시스템, 차단 시스

템을 연동하여 통합 보안제어가 가능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

 ○ 네트워크 보안의 특성상 여러 기 과의 유기 이고 긴 한 력이 필요한 력

응 기반의 통합보안제어 기술개발이 필수 이지만 보안업체간 기술격차가 크고, 

학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워 제품개발을 한 국가  지원이 필요

□ 국외 보안업체에 비해 규모와 수익성 낮음

 → 시장 니즈 2 : 국내외 보안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 

 ○ 국내 보안업체는 세계  보안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아 새로운 바

이러스의 탐지  차단, 사이버 공격의 추 , 조기 보  경보 기술에 한 시장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어려움. 

 ○ EU의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로젝트, 미국 NSF와 국토안보국의 자  지원에 따른 

네트워크 인 라 보호, 공격자 감시/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가 진

행 임.

 ○ 외국 보안기업의 경우 공격 인 국내 마 과 국제공통평가기  상호인정 정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가입 등으로 국내 보안시장

의 개방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공공망 보안  유무선 통합망과 스마트폰 환경의 무선망 보안기술 개발 등을 

한 통합보안 기술개발 등의 시장 요구가 증 되고 있음.

□ 후발진입  신생업체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큰 기술편차

 → 시장 니즈 3 : 유선 네트워크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로의 망 진화

 ○ 각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선두기업들과 후발 기업의 기술격차  시장진입 장벽

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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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의 네트워크는 유선망 심에서 유무선 통합망으로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선망 보안 기술과 다른 새로운 보안기술 개발이 시 함. 한 다양한 후발  

신생업체의 기술편차를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시 함.

□ 침입방지 시스템 기술 등 우수한 기술 활용 가능함 

 → 시장 니즈 4 :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안 제품 개발로 발

 ○ 국내 침입방지시스템 시장은 성숙기이며 기능의 평 화와 성능 안정화가 이루어졌

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경쟁구조를 갖춤.

 ○ 통합 리시스템은 방화벽, Anti Virus, 콘텐츠 필터링, 스팸 필터장비 등을 통

합하여 다  에 응하는 보안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무선랜, 3G/4G 이동통신망과 결합된 유무선 통합망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네트워

크의 발 에 따라 기존의 IDS, VPN 등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이 교체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새로운 네트워크 보안 제품개발이 요구됨.

요인 Needs

- 기업체간 기술격차로 인한 통합기술 개발 어려움.
- 국외 보안업체에 비해 규모와 수익성이 낮음
- 후발 진입  신생업체의 시장진입 장벽과 기술편차가 높음.
- 침입방지 시스템 기술 등 우수한 기술 활용가능

⇒
- 통합 보안제어 제품 개발 요구
- 국내외 보안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
- 유선 네트워크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로의 망 진화
-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안 제품 개발로 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 니즈]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2009년 애 사의 iPhone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무선 인터넷의 보편화는 스마트폰의 

보 과 모바일 환경 기반 인터넷 서비스로의 격한 발 을 요구하고 있음.

 

 ○ 미래의 네트워크 한 클라우드 모바일 네트워크로 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은 유무선 통합형의 네트워크에 한 보안성  생존성 강화기술과 련 제품의 

성장이 기 됨. 

 ○ KT 경제경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 클라우드 국내 시장 규모는 2009년 1

조 9,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최  4조 2,000억원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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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5년 내 국외 모바일 클라우드 이용자 수와 함께 어 리 이션 시장은 큰 폭

의 성장이 상됨.

   - 2008년의 체 모바일 가입자의 1.1%인 4,280만명에서 2014년에는 19%인 10억명

에 육박할 것으로 측됨 (ABI Research)

   - 모바일 클라우드 애 리 이션 시장 규모는 2009년 4억달러에서 2014년 95억달러

에 이르러 평균 8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망됨 (Juniper Research)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시장(2011~2015)]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2011 2012 2013 2014 2015

규모

국내(억원) 8,400 8,714 8,906 9,088 9,104 2.0

국외(억달러) 3,434 5,124 7,542 9,610 11,072 34

산출근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가장 큰 문제 을 보안 이슈로 지 (미국 CIO Reseach, 2008)한 이유로 체 
시장의 20%로 상하여 산출

 ○ 국내 유선망에 한 침입방지시스템 시장은 재 성숙기에 도달해 기능의 평 화

와 성능의 안정화가 이 졌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주요 벤더 심 체제로 경

쟁구도가 완화된 상황임.

   - 2009년 DDoS 공격의 피해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   경제업체 등의 인 라를 

10Gb로 환되면서 고성능 침입방지시스템의 수요는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음.

 ○ 통합 리시스템은 유선망에 한 방화벽, Anti Virus Software, 콘텐츠 필터

링, 스팸 필터 장비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여 다  에 해 보호 기능

을 제공하는 기술로 진 인 성장이 상됨. 

자료 : ETR 2009, 모바일 데이터 보안 제품 동향 

[모바일 데이터/ 일 암호화 제품 수익 측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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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iper 연구소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보안 회사인 Credant의 제품 사용자가 이

미 200만을 넘어 향후 이 시장은 진 인 성장이 상됨.

 ○ 북미의 모바일 테이터  일 암호 시장이 2011년 4,500만 이동 단말 사용자가 

사용 할 것으로 상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2011

년 10억달러의 수익이 측됨.   

 ○ 피싱  해킹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안 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토큰 제품 2종

이 구 합성 인증을 취득해 련 시장 확산에 계기가 마련되었음.

 ○ 인증 획득으로 두 보안토큰 제품은 모든 자거래서비스업체에서 공인인증서비스

에 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받아 구나 공인인증서 소 트웨어

(SW)를 통해 쉽게 보안토큰 기반의 안 한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향

후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망됨 

 ○ 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련하여 2010년 발행 된 RFID를 활용한 

자 지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Contactless payment 시장이 2014년 5.5억달러 

규모가 상되며, 모바일 시장은 38.5%의 가장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는 것으

로 악됨. 

       (단 :mil$)

자료 : BCC Research 2010. 10 , RFID: Technology, Applications, and Global Markets

[RFID를 활용한 자 지불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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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기타(음성⋅ 상 는기타자료를수신,변환 송신 는재생하기 한기기) 8517.62-9000

무선 

랜/인터넷 

보안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

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

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RF 차폐 기타(기타의 기기기) 8543.70-9090

보안토큰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40-2111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40-2131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40-2911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40-2992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51-2110

[네트워크의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품목 코드]

(2) 무역 황 분석

□ 네트워크의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무역부문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22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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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51-2920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59-2110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59-2920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80-2210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8523.80-2920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무선침입

탐지  

차단시스템

기타(음성⋅ 상 는기타자료를

수신,변환 송신 는재생하기

한기기)

- 53.02 58.24 57.63 95.16 - 148.60 172.88 216.27 205.86

무선 

랜/인터

넷 보안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수출입 황

 ○ 국내 수출입 황을 보면, RF차폐 자기기의 수출입 규모가 2010년 기  수출

(891.9Mil$), 수입(521.3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출 기여

도가 큰 것으로 조사됨

   - RF차폐 자기기는 2006년을 기 으로 2010년까지 수출과 수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에 들어 2008년 비 약 4배 수출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229.82(2008년) → 891.9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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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

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

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

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

한다)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RF 차폐 기타(기타의 기기기) - 176.15 229.82 289.51 891.94 0.08 507.57 484.95 377.06 521.27

보안토큰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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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기타(음성⋅ 상 는기타자료를

수신,변환 송신 는재생하기

한기기)
- -0.47 -0.50 -0.58 -0.37 수입특화 완화 

무선 

랜/인터넷 

보안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

능한 것에 한한다)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

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

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기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선 랜/인터넷 보안 용 소 트웨어, 학디스크, 보안토큰 등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RF 차폐의 화학품, 비휘발성 기억장치 등

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무선 랜/인터넷 보안 용 소 트웨어, 학디스크, 보안토큰 등 

   - 수출 특화 분야 : RF 차폐의 화학품, 비휘발성 기억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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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

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

한다)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RF 차폐 기타(기타의 기기기) - -0.48 -0.36 -0.13 0.26 수출특화 환

보안토큰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기타(조제 결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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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DUT, accordance, reference, line, code, storagesoftware, application, usercode,  engine, 
sequence, execution, detecting

CR_2
configured, systems, includeclient, procedure, sent, service, messages, framework,  
transceiver, protection, delay, oscillator, array, LED, mixed, nodediagnostic, switching, 
failure, location, card, target, pin

CR_3
system, method, testingnetwork, processing, results, software, clock, accessset, generating, 
pattern, receiving

CR_4
substrate, disposed, surfacescanning, document, window, Solar, front, PCB, boards, strip, 
wires, socket, reduce, ceramic, doorcontact, housing, Assembly

CR_5 optical, light, image, two, display, glass, power, cabledisplay, contact, substrate, layer16

CR_6
pattern, associated, predetermined, selfclock, frequency, generator, Auto-matedstorage, address, 
configuration, Pinsprocessor, performed, determine

CR_7
signal, control, apparatusmode, operation, digital, setdigital, res- ponse, multiplePins, enable, 
architecture, switch, supply

CR_8
first, signal, circuitpower, source, electronic, voltage, semiconductor, mode, networkvoltage, 
operating, current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네트워크의 친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 클러스터 포지션 맵]

 ○ 네트워크의 친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

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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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battery, terminals, terminal, connectors, probe, fluid, BIST, local, fiber, wafer, liquid, ring, 
scanningframe, plate, position, temperature, connector, path

CR_10 semiconductor,  external, chip, boardboard, electrically, electrical

CR_11
test,  module, system, memory, batterymemory, interface, integrated, signals, unit, data, 
optical

CR_12 testing, device, onesignals, output, connectedunit, tester, configured

CR_13 cable, status, transmits, physical, determines, pulse, activity, panel

CR_14 ring, plug, pack, material, tool, expansion, composite

CR_15 scan, register, Ic, circuits, bus

CR_16 element, part, high

CR_17 panel, manufacturing, package, pads, station, calibration, speed, circuitry, DUT

CR_18 communications, remote, interfaceapplication, software, management

CR_19 event, events, set, attack, number, mobiletarget, vulnerability, environment, message, address

CR_20
communication, devices, usedkey, point, area, transmission, packet, module, portion, 
component

CR_21
memory, identifying, Code, controller, generatesusers, computing, points, servicesproviders, 
wirelessly, authenticates

CR_22
vulnerabilities, computers, assessment, test, ports, gateway, proxy, logmodule, different, 
serviceprotective, applied, top

CR_23
parameters, operations, rate, components, orderobject, objects, air, filter, electric, protective, 
cardnetwork, Security, method, device

CR_24
wireless, Access, user, communication, configured, informationusers, computing, points, services, first, 
second, antenna, wireless, keyvalue, Function, output,  Electronic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차세  통합 트래픽 탐지  모니터링 기술

차세  보안 제  경보 기술

속정보의 역추   무선 네트워크 속 차단 기술

시스템간 송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차세  무선통신기술

인가된 사용자를 한 차세  인증  근통제 기술

IP 스풀링과 범용 해킹 등 시스템 공격에 한 침입 탐지  모니터링 기술

무선침입 탐지/보호 장치용 자가진단 임워크  송수신 기술

무선 랜/인터넷 보안

원격인증을 한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기술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송 정보에 한 무결성 제공 기술

무선 와이 이 보안 근 시스템 구축 기술

무선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차세  사용자 라이버시 보호 기술

무선랜을 통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러스  악성 코드 검사 기술

무선랜 이용자와 무선 공유기를 한 인증기능과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

정보사용자 자율구성형 컴퓨   무선 속 기술

RF 차폐

무선신호차폐기술

기 의 기  층의 고주  임피던스 감소 기법

회로 보드의 RF 역 캡슐화 기술

PCB 상에서의 자속상쇄 기법

EMI  RFI에 의한 향 감소 기법

입출력 구성 요소에 한 EMI 필터 용 방법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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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보안토큰

차세  스마트카드 보안 기술

가입자소 트웨어 기반 구동 로그램 검증 기술

보안토큰에 한 응용 로그래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무선 네트워크에서 PKCS 표  API로부터 달되는 자 서명 요청 기술

보안토큰의 비  정보에 한 외부 노출 방지  보호 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무선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차세  통합 트래픽 탐지  모니터링 기술 25% 17% - 17% 

차세  보안 제  경보 기술 50% 17% 8% 33% 

속정보의 역추   무선 네트워크 속 차단 기술 25% - - 33% 

시스템간 송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차세  무선통신기술 17% - 8% 17% 

인가된 사용자를 한 차세  인증  근통제 기술 25% - - 25% 

IP 스풀링과 범용  해킹 등 시스템 공격에 한 침입 탐지  모니터링 기술 42% - - 33% 

무선침입 탐지/보호 장치용 자가진단 임워크  송수신 기술 17% - - 17% 

무선 랜
/인터넷 

보안

원격인증을  한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기술 - - - -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송 정보에 한 무결성 제공 기술 - - - -

무선 와이 이 보안 근 시스템 구축 기술 - - - -

무선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차세  사용자 라이버시 보호 기술 - - - -

무선랜을 통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술 - - - -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러스  악성 코드 검사 기술 8% - - 8% 

무선랜 이용자와 무선 공유기를 한 인증기능과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 8% - - 8% 

정보사용자 자율구성형 컴퓨   무선 속 기술 - - - -

RF차폐

무선신호차폐기술 8% - - 8% 

기 의 기  층의 고주  임피던스 감소 기법  - - - 8% 

회로 보드의 RF 역 캡슐화 기술 8% - - 8% 

PCB 상에서의 자속상쇄 기법 - - - -

EMI  RFI에 의한 향 감소 기법 - - - -

입출력 구성 요소에 한 EMI 필터 용 방법 - - - -

보안토큰

차세  스마트카드 보안 기술 - - - -

가입자소 트웨어 기반  구동 로그램 검증 기술 8% - - 8% 

보안토큰에 한 응용 로그래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 - - -

무선 네트워크에서 PKCS 표  API로부터 달되는 자 서명 요청 기술 - - - -

보안토큰의 비  정보에 한 외부 노출 방지  보호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

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

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2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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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에서 ‘차세  보안 제  경보 기술’

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50%가 보유하고 있으며, 33%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

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IP 스풀링과 범용  해킹 등 시스템 공격에 한 침입 탐지  모니터링 기

술은 보유기술(42%), 소기업형 기술(33%)라고 응답하 으며, ‘ 속정보의 역추  

 무선 네트워크 속 차단 기술’은 보유 기술(25%), 소기업형 기술(33%)로 답

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 치 정보  리요소 기술

   ∙ 통합 GATA Way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무선 통신장비, 시스템소 트웨어 개발  공 , GIS, LBS의료 IT융합, 인터넷 화보완장비

해외 기업 Microsoft, TOSHIBA, Sony, NEC, Panasonic Corporation  

국내 기업

기업 하이테크, SK건설, 삼성 자, LG 자

소기업
가림티에스, 거산 자(주), 캐노아, 진기술정보, 명윤 인포텍, 코리아센터닷컴, 제 시스템즈, 

아론티, 스 이어테크놀러지, 유젠스, 한국공간정보통신   

 ○ 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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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차세  통합 트래픽 탐지  모니터링 기술 특
차세  보안 제  경보 기술 특

속정보의 역추   무선 네트워크 속 차단 기술 특
시스템간 송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차세  무선통신기술 특
인가된 사용자를 한 차세  인증  근통제 기술 특
IP 스풀링과 범용 해킹 등 시스템 공격에 한 침입 탐지  모니터링 
기술 특

무선침입 탐지/보호 장치용 자가진단 임워크  송수신 기술 특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

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조사된 소기업들은 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부품의 제품을 기

업류의 업체로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기업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무선통신장비, 시스템소 트웨어, 인터넷 화보

완장치 등이 8%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네트워크 침입탐지  경보체계 

시스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단 부품을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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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무선 랜/인터넷 보안

원격인증을 한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기술 특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송 정보에 한 무결성 제공 기술 특

무선 와이 이 보안 근 시스템 구축 기술 특

무선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차세  사용자 라이버시 
보호 기술 특

무선랜을 통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술 특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러스  악성 코드 검사 기술 특

무선랜 이용자와 무선 공유기를 한 인증기능과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 특

정보사용자 자율구성형 컴퓨   무선 속 기술 특

RF 차폐

무선신호차폐기술 특

기 의 기  층의 고주  임피던스 감소 기법 특

회로 보드의 RF 역 캡슐화 기술 특

PCB 상에서의 자속상쇄 기법 특

EMI  RFI에 의한 향 감소 기법 특

입출력 구성 요소에 한 EMI 필터 용 방법 특

보안토큰

차세  스마트카드 보안 기술 특

가입자소 트웨어 기반 구동 로그램 검증 기술 특

보안토큰에 한 응용 로그래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특

무선 네트워크에서 PKCS 표  API로부터 달되는 자 서명 요청 
기술 특

보안토큰의 비  정보에 한 외부 노출 방지  보호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분류에서 차세  통합 트래픽 탐지  모니터링 기

술, 차세  보안 제  경보 기술, 속정보의 역추   무선 네트워크 속 차

단 기술은 큰 틀에서보면 통합이 가능 할 수 있는 분야로 단되며, 시스템간 

송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차세  무선통신기술의 경우 제목이 다소 포 이므

로, 좀더 구체  연구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한 무선 와이 이 보안 근 시스템 구축 기술, 무선랜 이용자와 무선 공유기를 

한 인증기능과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의 경우 기존 무선랜 기술에서의 보안 근 

시스템 기술은 상용시장이 충분히 성숙된 만큼, 차세 무선랜, 펨토셀 장비로의 발

방향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임. 

 ○ 무선신호차폐기술의 경우 무선신호 차폐와 함께 무선신호 암호화 등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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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  스마트카드 보안 기술의 경우 차세  스마트카드에 한 하드웨어 기술인

지, 소 트웨어 기술인지에 따라 과제 범 가 매우 다양할 것이며, 과제 특성상 소

트웨어 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Javacard 3.0 등의 미래형 카드OS

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스마트폰 보  확산,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  등 무선랜  모바일 사용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무선/모바일 보안기술 개발이 요구됨

   - 모바일 기기에 한 인증, 무선환경에서 침입탐지  차단, 무선구간의 보안통신 

기술 등의 개발이 요구됨

   - RF 차폐기술은 방통  국책과제(부채  공격방지 원천기술  안 성 검증기술 

개발)와의 복여부 검토가 필요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요소기술

무선침입탐지  

차단시스템

차세  통합 트래픽 탐지  모니터링 기술

차세  보안 제  경보 기술

속정보의 역추   무선 네트워크 속 차단 기술

시스템간 송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차세  무선통신기술

인가된 사용자를 한 차세  인증  근통제 기술

무선 랜/인터넷 보안

무선 와이 이 보안 근 시스템 구축 기술

무선랜 이용자와 무선 공유기를 한 인증기능과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

RF 차폐 무선신호차폐기술

보안토큰 차세  스마트카드 보안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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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무선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차세  통합 
트래픽 탐지  
모니터링 기술

유무선통합 트래픽 
탐지기술, 트래픽 
모니터링 시각화 

기술

유/무선망 
트래픽 탐지 

80%이상
모니터링 

시각화(3,000가
입자)

유/무선망 
트래픽 탐지 

90%이상
모니터링 

시각화(10,000
가입자)

유/무선망 
트래픽 탐지 

95%이상
모니터링 

시각화(15,000
가입자)

펨토셀  무선랜 
가입자 트래픽 

탐지  모니터링 
시각화 기술 개발

차세  보안 제 
 경보 기술

유무선 통합 
트래픽 탐지 기술 
보안 제 시스템 

구축 기술

유/무선망 
오탐율

(10% 이하)
보안 계  
경보(10,000가

입자)

유/무선망 
오탐율

(5% 이하)
보안 계  
경보(20,000가

입자)

차세  유무선 망 
기반의 

침입탐지용 
보안 제  경보 

시스템 개발

속정보의 
역추   무선 
네트워크 속 

차단 기술

유무선 근망 
제 서버 기술

유무선 근제어 
구축 기술

속 정보 
역추  성능 

(5,000 가입자)
네트워크 속 

제어 성능 
(5,000 가입자)

속 정보 
역추  성능 

(10,000 가입자)
네트워크 속 

제어 성능 
(10,000 가입자)

유무선망을 한 
근제어  

속자 역추  
시스템 개발

시스템간 송 
정보보호를 
기반으로 한 

차세  
무선통신기술

무선통신망 속 
장비 구축 기술

무선통신 정보보호 
핸드오버 기술

무선랜  
LTE 연동 

펨토셀 시작품 
개발

무선랜  LTE 
보안 연동 

시작품 개발

무선랜  LTE 
연동을 한 

펨토셀 장비 개발

인가된 사용자를 
한 차세  인증 
 근통제 기술

차세  유무선 
통합망의 인증서버 

구축기술
유무선 

속 (AP)에서의 
근제어 연동 

기술

유무선 
속 (AP) 

근제어 기술 
개발

유무선 통합망 
인증서버 개발

유무선 통합 
인증  

근통제 
시스템 개발

유무선 
속 (AP)을 
한 사용자 

근제어  인증 
시스템 개발

무선랜 
/인터넷 

보안

무선 와이 이 
보안 근 시스템 

구축 기술

차세  WiFi 보안 
망 인증 서버 기술
차세  WiFi AP 

근제어 연동 
기술

차세  WiFi 
AP 근제어 
기술 개발

차세  WiFi 
보안 인증서버 

개발

차세  WiFi 
AP용 근제어 

 가입자 
인증서버 개발

무선랜 이용자와 
무선 공유기를 
한 인증기능과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

차세  무선랜 
사용자 인증서버 

기술 무선랜 
단말과 AP 사이의 
암호키 리 기술

 차세  
무선랜 단말 

 AP용 키 
리  
근제어  

기술 개발

 차세  
무선랜 인증 

 키 리 
서버 개발

차세  무선랜 
단말  AP를 

한 무선구간 
암호화, 

양방향인증, 
키 리 서버 개발 

RF 차폐
무선신호 
차폐기술

무선신호 암호화 
기술무선신호 
보증(메시지 

인증코드) 기술

무선신호 
암호화 장비 

개발

무선신호 
보증(메시지 
인증 코드) 
장비 개발

도청  변조 
검증을 한 

무선신호 
발생장비 개발

보안토큰
차세  

스마트카드   
보안 기술

Javacard 3.0+용 
암호 모듈 개발
Javacard 3.0+용 

정보보안    
서비스 개발

Javacard 
3.0+용 

블록암호/해
쉬 함수   

모듈 개발

Javacard 
3.0+용 공개키 
암호/난수발생
기/ 자서명 
모듈 개발

Javacard 
3.0+용 

정보보안 
서비스    

모듈 개발

차세  
스마트카드를 

한 Javacard 
3.0+ 기반의 

CMVP(Crypto- 
graphic Module 

Validation 
Process) 인증 

획득한 암호 모듈 
개발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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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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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기반 단말 및 시스템 개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국내외 유무선 통신망이 All IP을 기반으로 통합되어 진화하면서, Anytime, 

AnyWhere 환경에서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 수요에 가장 경제 으로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기술이 등장함.

 ○ 이에 3G 이동통신과 차세  4G 이동통신(Mobile WiMax(Wibro), LTE), 그리고 

WiFi(IEEE802. 11b/a/g/n)의 연동을 지원하는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 

장치와 IP 멀티미디어 단말장치가 필수 으로 요구됨.

 ○ FMC기반의 IP단말은 3G/4G이동통신과 IEEE802.11기반의 무선랜 기술이 Convergence

된 제품으로 이동 랫폼 (안드로이드 등)을 통해 모바일 오피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음성/데이터/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 제품임.

 ○ CPE 단말의 경우 국내외에서 유선 xDSL을 체하는 유무선 통합 단말장비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G/4G/WiFi와이

이/이더넷 릴 이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임.

[FMC 기반의 단말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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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

 ○ (제품분류 ) 차세  무선통신기술(4G)인 LTE, Mobile WiMAX, IEEE 802.11n

을 포 하는 유무선 통합장비  단말제품 기술을 포함하여, LTE  Mobile 

WiMAX 련 칩셋, IEEE 802.11n 규격의 무선랜 모듈(칩셋)를 제로 하여 

IEE802.11b/a/g/n 무선랜 기술 등을 목한 형태의 단말제품, 그리고 CPE 시스템 

제품으로 구성됨.

 ○ (공 망 ) FMC기반 단말  시스템은 LTE, Mobile WiMAX, 무선랜 솔루션

을 포함한 FMC 용 CPE와 단말 제품  이를 지원하는 FMC 서비스 솔루션으로 

구성됨.

[FMC기반 단말  시스템의 차세  네트워크 분류 의 범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원천기술
LTE/Mobile 

WiMAX
3G/4G 칩셋 3G/4G Evaluation 랫폼 보드

부품/소재

무선랜 칩셋 IEEE802.11b/a/g/n 무선랜 칩셋
무선랜 MESH 시스템
무선랜 기지국 시스템

무선랜 모듈
IEEE802.11b/a/g/n 기반의 USB  SDIO 모듈, 

무선랜 허 모듈, 무선랜카드
무선랜AP

무선랜 USB Dongle

패키지 FMC 단말 제품
4G  무선랜 모듈

고성능 멀티미디어 로세서 모듈

개방형 랫폼 기반 텔 메틱스 단말, 
랜드콜/화물차 용 장비, 

군통신용 FMC 단말

시스템 CPE 시스템 3G/4G  무선랜 모듈 4G/와이 이/유선랜 릴 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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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C 기반의 단말  시스템 개발의 범 는 3G/4G  와이 이 모듈의 응용제

품 에 더하여 모바일 랫폼 에서의 OS  응용 SW 로그램을 포함하는 제

품 개발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원천기술을 포함한 부품/소재, 패키지  응

용 시스템  역을 포함. 기술 으로는 3G/4G 원천기술을 용한 응용 시스템 

(칩셋 포함) 개발, 3G/4G  와이 이 모듈 제조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기

와 멀티미디어 로세서 기반 에 다양한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용 제품

으로 개발하여 출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원천기술/응용기술/상용화기술까

지를 포함

2. 기술(특허) 분석2)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의 상특허 6,826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59.4%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모두 2005년을 기 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임 

[연도별 출원동향]

2)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

개특허  등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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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Q-007 가입자가 무선링크 는 유도링크를 경유해서 속되어 있는 선택배치 1,223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 890

H04B-001

유선 송시스템에서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송시스템이고 유선 

송시스템에서 음 (ultrasonic), 음  는 주 (infrasonic) 를 사용하

는 송시스템까지에 분류되지 않는 것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546

H04B-007 무선 송시스템,즉,방사 자계를이용한것 394

H04M-001 서 스테이션 장치,  : 가입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 351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334

[IPC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일본출원인이 체 으

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미국, 일본 모두 삼성 자의 출원 순 가 1 로 나

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삼성 자(KR) 26 32 삼성 자(KR) 416 93 삼성 자(KR) 11 39

2 Nokia (FI) 25 10 엘지 자(KR) 105 79 NEC(JP) 35 4

3 Ericsson(SE) 18 11 NEC (JP) 45 76
MATSUSHITA  

ELECTRIC(JP)
29 2

4 엘지 자(KR) 5 15

Cisco 

Technology

(US)

112 4 TOSHIBA (JP) 27 0

5
Cisco  

Technology(US)
13 2 Nokia (FI) 80 35 FUJITSU(JP)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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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지속 인 성장을 보이다 2005년 최  

출원 364건을 기 으로 2006년 288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후 지속 인 감소 추세

를 보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1

유선  송시스템에서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송시스템이고 유선 송시스

템에서 음 (ultrasonic), 음  는  주 (infrasonic) 를 사용하는 송시스템까지

에 분류되지 않는 것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362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 341

H04Q-007 가입자가 무선링크 는 유도링크를 경유해서 속되어 있는 선택배치 274

H04B-007 무선 송시스템,즉,방사 자계를이용한것 191

H04N-007 텔 비젼시스템 162

H04N-005 텔 비젼 시스템의 세부 66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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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학
/연구기

특허건
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KR) 118 팬택(KR) 105 삼성 자(KR) 353

2 경희 학교(KR) 11 엘지노텍(KR) 7 엘지 자(KR) 337

3 - -　 서울통신기술(KR) 6 에스 이 텔 콤(KR) 95

4 - - 비즈모델라인(KR) 6 이티(KR) 90

5 - - 이티테크(KR) 5 - -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삼성 자 353건, 엘지 자 337건으로 높

은 특허건수를 보 고 소기업은 팬텍이 105건으로 가장 높은 특허건수를 보임.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에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

는 CPE 장치  시스템으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0인 것으로 

악되었고 세계 기 은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이 151.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CPE 장치  시스템(0.72),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0.71),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0.60) 순이며, CPE 

장치  시스템 분야가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1.06 151.79 1.04 0.89 0.05 0.60 

CPE 장치  시스템 1.08 118.59 0.97 1.50 0.10 0.72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1.00 111.00 0.98 1.00 0.07 0.71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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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 분석

 ○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2.95),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1.00), CPE 장치  시스템(0.97)로 나

타났으며,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의 패 리 특허 등록이 3,297건으로 기술확보

를 한 노력이 가장 높게 악됨.

 ○ 기술독 지수는 4가지 구성요소  CPE 장치  시스템의 기술독 지수가 720.6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출원 기업에 의한 특허가 집 된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3,297 2.95 519.34

CPE 장치  시스템 833 0.97 720.66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867 1.00 575.4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0.05 0.60 2.95 519.34

CPE 장치  시스템 0.10 0.72 0.97 720.66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0.07 0.71 1.00 575.44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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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CPE 장치  시스템이 2.32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CPE 장치  시스템이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모

든 구성요소가 1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CPE 장치  시스템이 2.8

으로 가장 높았으나 체 시장이 2.8 미만으로 보통 수 의 기술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CPE 장치  시스템이 3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1 으로 높은 기술독 도를 보인 것으로 악됨. 체 기술진입도 지

수는 CPE 장치  시스템이 2 으로 가장 높았으나 체 시장이 2 미만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3 1 2.2 1 1 1 1.48

CPE 장치  시스템 4 1 2.8 3 1 2 2.32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3 1 2.2 2 1 1.5 1.7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유무선 체 상의 로벌 트 드화 

 → 시장 니즈 1 : 사용자들의 유무선단일 통합서비스 요구

 ○ 유무선 체 상은 이동통신 서비스 보 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선 화서비스를 해

지하고 이동 화서비스만을 이용하거나(가입 체) 유선 화를 유지하면서도 부

분의 통화는 이동 화를 사용하는 상(통화 체)임.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

본, 미국 등 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시장 트 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핀란드 인구

의 25% 이상이 유선 화를 해지하고 이동 화만을 보유하고 있음).

 ○ 결합상품 경쟁과 디지털 홈 략 추진의 교두보 역할로서 FMC가 등장함. 특히 

이블 사업자들이 번들링 서비스( 이블TV + 로드밴드 + VoIP)를 통해 음성 시

장에 진입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렴한 요 의 음성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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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나아가 펨토셀을 통한 디지털홈 략을 통해 가정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 FMC에 주목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FMC는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별

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신규 고객의 유치  기존 고객에 한 고착화(lock-in) 

략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음.

[FMC 서비스의 NEEDS]

□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개 방향

 → 시장 니즈 2 : 로드밴드와 이동통신 융합형 FMC 단계로 발

 ○ 향후 등장할 것으로 상되는 FMC서비스의 형태는 서비스의 구성 방식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순 결합서비스를 통한 FMC 구 단계, 용 듀얼모드 단말을 통한 FMC(유선

화사업자 주도형)단계, 그리고 로드밴드와 이동통신 융합형 FMC 단계로 구분

할 수 있음.

   - 단순 결합서비스는 유무선간 단순한 호 환 서비스부터, 통합과 , 고객 의 통

합 정도를 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통합 음성사서함  유무선 

통합 청구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유무선 통합 기술의 발 에 따라 등장한 2세  FMC는 용 듀얼모드 단말을 이

용한 원폰 서비스이며, 국의 BT, 랑스의 FT 등 유선 화사업자가 시도하고 

있는 서비스임.

   - 2세  FMC는 듀얼모드 단말을 이용해 옥내에서는 유선망을 통해 렴한 음성  

로드밴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옥외에서는 이동통신망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 가장 표 인 FMC서비스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3세  FMC는 이동통신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표 인 가 펨토셀(Femto 

Cell)을 기반으로 한 FMS라고 할 수 있음. 재 펨토셀을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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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FMC 략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FMC 용단말 없이 기존의 

이동 화 단말과 옥내 로드밴드 인 라, 더불어 NFC 등이 연동하여 더욱 편리

한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는 유무선 통합서비스 솔루션으로 등장한 FMC 단말은 

오  랫폼을 통해 시장이 확 되고 있음. 단일 단말기 랫폼으로 이동 구간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활용방안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FMC 단말의 요구가 필요하게 됨.

[유무선통합서비스의 개방향]

□ 제품의 품질  가격경쟁력 동시 요구

 → 시장 니즈 3 : 고품질의 제품에 한 욕구  가격 경쟁력에 한 요구 표출

 ○ FMC 단말의 경우 제품의 가격보다는 낮아지는 통신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는 제품 품질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스마트 폰을 통해 

향상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한 것으로 오히려 가격에 한 부분은 가

입자를 확보하려는 통신사업자의 지원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다양성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임.

 ○ FMC 단말을 지원하는 CPE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에 있어 가격 경쟁력 기

으로 검토해야 되며, 이는 통신사업자가 량구매하여 사용자에게 직  제공하

거나, 응용환경에 따라 가입자가 직  구매하여 요구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방향에

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제품임. 

□ 스마트 폰의 격한 증가를 통한 FMC 단말의 필요성 증

 → 시장 니즈 4 : 고품질 FMC 단말의 수요 증가

 ○ 스마트 폰의 기하 수 인 증가를 통한 고품질 FMC 단말의 필요성과 이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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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실 되는 서비스 다양성이 증 되고 있음. 유무선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최 의 솔루션이 FMC 기술이며 이에 따른 단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시장조사업체 오범리서치에 따르면 약 30%에 달하는 아시아 기업들이 무선인터넷

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며, 15%는 향후 2년 이내에 듀얼모드 휴 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다수의 기업들은 IP사설교환기(IP-PBX)의 장 을 각종 모바일 기기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사무실 내에서 휴 폰 비용을 이는 데 높은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세계 FMC 서비스 이용자는 860만명을 기록하여 년 비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7,500만명 가입자 확보에 시장규모는 72억달러에 

이르고 2013년에는 8,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80억달러 시장규모를 형성할 

망임.(인포네틱리서치). 

 ○ 무선 엔터 라이즈 략 보고서(2008.5.20)에 따르면, 고정-모바일 컨버 스는 엔터

라이즈 시장에서만 “모바일 컨버 스 솔루션”을 통해 2012년까지 시스템 포함하

여 500억 달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망함. 

      ※ 자료: 엔터 라이즈 략 보고서 2008 .5.20

[FMC 시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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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FMC 장비(펨토셀 포함) 매출은 2011년부터 본격 으로 성장해 2013년에

는 연 80억달러 규모를 형성 할 것으로 상됨. 

 ○ AT&T, Verizon Wireless 등의 형 이통사들이 마침내 펨토셀 보 에 극 나서

기 시작하 으며, Orange, T-Mobile, Rogers Wireless 등 일부 이통사는 UMA 기

반 FMC 서비스의 보  확 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한 FMC 휴 단말의 2008

년 출고량은 년 비 214% 증가함.(모바일 n'와이어리스 2009/03/23)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국내 시장 망(2011~2015년)]

(단 : 억원)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2011 2012 2013 2014 2015

FMC 단말 국내시장 2,640 3,036 3,491 4,015 4,617 15

FMC CPE 국내시장 330 409 507 629 780 24

합 계 2,970 3,445 3,998 4,644 5,397 16.1

 ○ 2009년 3월 20일 기   세계 66개국 121개 사업자가 Mobile WiMAX 상용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비 에 있으며, 이  35개국 55개 사업자가 상용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 Mobile WiMAX 서비스 국가들 특성은 동, 아 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DP가 낮은 국가들을 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인터넷 가입자(인구 100

명 당) 수가  세계 평균 가입자 수 보다 낮은 국가, 랜드로 가입자 수 한  

세계 평균 보다 낮은 국가를 심으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음. 

 ○ Mobile WiMAX 사업자 분포를 보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65%로 압도 으로 많

은 부분을 차지하며, 부분 유선 로드밴드를 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Mobile WiMAX service 사업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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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성장률(%)

 Microprocessor 569 648  819 820 823 825 7.7

 GPSchipset 284 321  401 402 403 404 7.3

 Display 331 416  579.4 581. 583 585 12.1

 eadOnlyMemory 
(ROM) 213 243  306.9 308 308 309 7.7

[기 별  세계 Mobile WiMAX 가입자 망 (단 : 천명)]

조사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AGR(%)

In-Stat 22,974 41,704 61,822 85,189 55

OVUM 8,754 17,619 28,386 42,455 69

Maravedis 10,672 23,461 47,520 77,336 94

 ○ Mobile WiMAX CPE 시장은 이제 태동기인 시장이만, 고정형 WiMAX CPE 시장

에서는 만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08년 기  만에서 출하한 

WiMAX CPE는 91만 4,000 이며, 2009년에는 세계 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40만 가 출하될 것으로 상됨. 

 ○ 2010년 발행된  BC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텔 매틱 부품 시장은 14개의 세

부 시장으로 분류 되어 있음. 

 ○ 텔 매틱 시장 체 연평균 성장률은 8.7%로 상되며, 시장규모가 큰 상  분야

는 마이크로 로세서, 디스 이, GPS Chip, ROM,  RFAmplifier 로 악됨. 

   - 텔 매틱 부품 분야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은 디스 이 시장이며, 

단말기 디스 이 형화와 다양한 상  콘텐츠 사용의 증가가 원인으로 

악됨

   -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이는 Microprocessor는 단말기 시장이 스마트 폰 심으

로 성장함에 따라 고기능 CPU 수요의 증 로 지속 인 성장이 망됨

 ○ 3G/4G이동통신과 이동 랫폼 (안드로이드 등)을 통해 모바일 오피스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음성/데이터/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 제품의 성장이 

상되며, 련 텔 매틱 부품 시장 역시 발 이 기 됨.

[텔 매틱 구성부품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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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성장률(%)

 RFAmplifier 213 251 325.8 327 328 329 9.1

 Antenna 92 109  141.2 142 142 142 9.1

 Battery 41 49 63.4 64 64 64 9.3

 Microphone 31 36 47.1 47 47 48 8.9

 Powersupply 24 28 36.2 36 36 37 8
t.8

 Flashmemory 21 25 31 31 31 31 8.3

 Analogtodigital 16 19 25 25 25 25 9.5

 Digitaltoanalog 16 19 25 25 25 25 9.5

 Speaker 14 17 21.7 22 22 22 9.4

 Other 192 220  279.2 280 281 281 7.9

 ※ 자료: BCC Research, 2010.01, Telematic Component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2) 무역 황 분석

□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무역부문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6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기타(무선 화용⋅무선 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517.62-6090

기타(항행용 무선기기) 8526.91-9090

CPE 장치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8517.62-3900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수신,변환  송신 는 재생
하기 한 기기)

8517.62-9000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8517.62-3900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수신,변환  송신 는 재생
하기 한 기기) 8517.62-9000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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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방송통신  디지털 통신기기의 수출입 규모가 2010년 기  수출(169.8Mil$), 수입

(683.5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출규모를 보면, 음성· 상 변환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성· 상 변환기기의 경우 2008년 비 2010년 수출규모가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8.24(2008년) → 95.16(2010년))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텔 메

틱스 

장치  

시스템

기타(무선 화

용⋅무선 신용

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173.75 108.02 97.16 182.60 - 230.72 202.96 145.85 202.22

기타(항행용 무

선기기)
182.23 121.33 91.63 44.56 63.15 40.16 56.93 50.78 67.59 49.89

CPE 장치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

통신용 는 디

지털 통신용 기

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

를 수신,변환  

송신 는 재생

하기 한 기기)

- 53.02 58.24 57.63 95.16 - 148.60 172.88 216.27 205.86

IP 

멀티미디

어 단말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

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

를 수신,변환  

송신 는 재생

하기 한 기기)

- 53.02 58.24 57.63 95.16 - 148.60 172.88 216.27 205.8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방송  디지털 통신용 기기, 음 상 변환기기 등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항행용 무선기기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방송  디지털 통신용 기기, 음 상 변환기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항행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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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기타(무선 화용⋅무선
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0.14 -0.31 -0.20 -0.05 수입 특화 완화

기타(항행용 무선기기) 0.64 0.36 0.29 -0.21 0.12 수출 특화 완화

CPE 장치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 특화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수신,변환  송신 

는 재생하기 한 기기)
- -0.47 -0.50 -0.58 -0.37 수입 특화 완화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
지털 통신용 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 특화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수신,변환  송신 

는 재생하기 한 기기)
- -0.47 -0.50 -0.58 -0.37 수입 특화 완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 포지션맵 작성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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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Radio, packet, transmission, switchdetermining, determined, centerapplications, dynamic, well, 
management

CR_2 module, storage, setfunctionality, send, wirelessly, route

CR_3 interface, digital, pluralityaudio, key, directly, engine, features

CR_4 transmitting, generating, determining, Incomingapparatus, Disclosed, usedembodiments, 
standard, point, applicationscontent, Code, pre, audio, target

CR_5 power, operating, circuit, operation, high, unithigh, low, switching, bothswitching, modes, 
differentamplifier, port, section, assembly, card

CR_6
mode, dual, system, Call, lightimage, enhanced, path, content, embodiments, Transfercontroller, 
configured, processorchannel, portion, same

CR_7 terminal, connection, message, handsethandset, telephone, voice, numbersubscriber, database, 
server, Function, node, transmitting

CR_8 display, relates, selected, text, EPDsquality, processes, full, possible

CR_9
antenna, RF, multi, operates, phase, image, Electronicclock, converter, circuits, transistor, 
chamber

CR_10 unit, signals, interfacetarget, presence, sensing, structure, speed, detection

CR_11
Access, communications, apparatusmultimedia, Subsystem, IMScontact, operator, web, personal, 
event

wireless, network, data, device, firstprocess, computer, environmentcapabilities, exchange, 
handsetsCR_12

CR_13 Call, service, phone, Access, IP, power, vehiclenode, equipment, routing, SIP

CR_14
UMTS, ports, Core, carrier, aircraft, modulator, format, open, satellite, Asynchronous, decoder, 
motor, emergency, oscillator, sound, blockphase, GSM, band, common, valueear, hearing, bud, 
normally, modified, microphone, changed

CR_15 communications, Systems, associated, basedstation, remote, locationcard, chip, file, 
channels, wired, entity, availability, telephony, UE, feature

CR_16 Electronic, external, component, objectstage, detector, vertical, broadband, change, wafer

CR_17
media, gateway, home, public, WLAN, party, antenna, amplifiertelephony, supported, 
sessionssound, play, door, Automobile, takeAutomobile, orientations, radiate, reaches, 
measures, fob, tailgate, estimate

CR_18
vehicle, time, station, ubiquitous, memory, subscriberTransfer, transition, perform, packets, 
manner, orderWLAN, LAN, transmits, stations, cellIncoming, calls, automaticallywired, private, 
functionality, authentication, GPS, command

CR_19 light, source, level, surface, optical, stage, media, display, ion

CR_20 sensor, position, process

CR_21 object, model, computing, along

CR_22 network, communication, information

CR_23 telephonic, sized, electronics, board, callers, latch, relay, interconnecting, dial, merchant, UMA, 
road, concentration

CR_24 memory, Multiple, module, channel, controller, Radio, sensor

CR_25
scanning, Pattern, codes, button, bar, central, language, characteristics, fabric, implementation, 
WWAN, parameter, translation, ear, adapter, integration, Diagnostic, notification, released, 
handheld, interconnection, geographic, restricted, measurement, SMS

 ○ FMC 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는 25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

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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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차량  단말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스마트 폰 연동형 텔 매틱스 단말기 랫폼 설계 기술

교통 정보 수집/처리/통합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차량  단말기의 응용 소 트웨어 시스템 구축 기술

차량내유무선통신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텔 매틱스용 음성  데이터 송 단말기 제조 기술

텔 메틱스용 정보데이터 노드  서버 리기술

차량용 다  안테나  RF 속 기술

타켓 시스템 센싱을 통한 신호 검출기술

IP 네트워크 속을 한 차량노드 라우  기술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텔 메틱스용 치기반 인증기술

CPE 장치  시스템

가입자 수요 만족용 고속 송 기술

디지털신호처리기술과고속데이터를압축 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치기반 내 소형 통신 시스템 기술

역 버티컬 핸드오버 기술

다종 콘텐츠 분배용 개방형 홈 게이트웨이 기술

치기반 상황인지 기반 센서 처리 기술

코드  패턴 특성을 이용한 3D 스캐닝 기술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서비스망 간의 상호 연동 기술

SIP 기반 어 리 이션 제공 기술

IMS의 게이트웨이 이어 기술

SIP 서비스 지원  CSCF와 HSS 기술

다이니믹 패킷 송을 한 네트워크 스 치 리기술

무선 장  라우  모듈기술

콘텐츠 송제어를 한 다 모드 시스템 기술

개인용 웹기반 멀티미디어 속 기술  IMS 제어 기술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연동 스마트 계 기술

다  무선채  센싱  모듈 설계기술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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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차량  단말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9% 9% - 9% 

스마트 폰 연동형 텔 매틱스 단말기 랫폼 설계 기술 - - - -

교통 정보 수집/처리/통합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 - - -

차량  단말기의 응용 소 트웨어 시스템 구축 기술 18% 9% - 18% 

차량내유무선통신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 - - -

텔 매틱스용 음성   데이터 송 단말기 제조 기술 - - - -

텔 메틱스용 정보데이터 노드  서버 리기술 - - - -

차량용 다  안테나  RF 속 기술 18% - - 18% 

타켓 시스템 센싱을 통한 신호 검출기술 9% - - 9% 

IP 네트워크 속을 한 차량노드 라우  기술 - - - -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텔 메틱스용 치기반 인증기술 - - - -

CPE 

장치  

시스템

가입자 수요 만족용 고속 송 기술 - - - -

디지털신호처리기술과고속데이터를압축 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9% - - 9% 

치기반 내 소형 통신 시스템 기술 27% - - 27% 

역 버티컬 핸드오버 기술 27% - - 27% 

다종 콘텐츠 분배용 개방형 홈 게이트웨이 기술 18% 9% - 18% 

치기반 상황인지 기반 센서 처리 기술 - - - -

코드  패턴 특성을 이용한 3D 스캐닝 기술 - - - -

IP 멀티

미디어 

단말  

시스템

서비스망 간의 상호 연동 기술 9% - - 9% 

SIP 기반 어 리 이션 제공 기술 9% 9% 9% 9% 

IMS의 게이트웨이 이어 기술 9% 9% - 9% 

SIP 서비스 지원   CSCF와 HSS 기술 - - - -

다이니믹 패킷 송을 한 네트워크 스 치 리기술 9% - - 9% 

무선 장  라우  모듈기술 9% 9% - 9% 

콘텐츠 송제어를 한 다 모드 시스템 기술 9% 9% - 18% 

개인용 웹기반 멀티미디어 속 기술  IMS 제어 기술 - - - -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연동 스마트 계 기술 9% - - 9% 

다  무선채  센싱  모듈 설계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1기업의 결과 임.

 ○ FMC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 치기반 내 소형  통신 시스템 기술’

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7%가 보유하고 있으며, 27%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

술이라고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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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 역 버티컬 핸드오버 기술’은 보유기술(27%), 소기업형 기술(27%)라

고 응답하 으며, ‘차량  단말기의  응용 소 트웨어 시스템 구축 기술’은 보유 

기술(18%), 소기업형 기술(18%), 성숙기술(9%)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FMC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GIS,LBS의료 IT융합, 라켓류 안 밸트, 자앨범, 세라믹패치안테나, 무선통신장비 

해외 기업 Ericsson, Nokia, Cisco Technology, NEC, TOSHIBA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엘지 자. SK텔 콤, KT 

소기업 캐노아, 진기술정보, 일 하이텍, 헤 론, 코리아센터닷컴, 한국공간정보통신, 아론티

 ○ FMC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단 부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3%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
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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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들은 FMC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부품의 제품을 기업  

소기업체로부터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FMC기반 단말  시스템 개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단 부품을 구매한 후 가공  조

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차량  단말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특

스마트 폰 연동형 텔 매틱스 단말기 랫폼 설계 기술 특

교통 정보 수집/처리/통합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차량  단말기의 응용 소 트웨어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차량내유무선통신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특

텔 매틱스용 음성  데이터 송 단말기 제조 기술 특

텔 메틱스용 정보데이터 노드  서버 리기술 특

차량용 다  안테나  RF 속 기술 특

타켓 시스템 센싱을 통한 신호 검출기술 특

IP 네트워크 속을 한 차량노드라우  기술 특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텔 메틱스용 치기반 인증기술 특

CPE 장치  시스템

가입자 수요 만족용 고속 송 기술 특

디지털신호처리기술과고속데이터를압축 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특

치기반 내 소형 통신 시스템 기술 특

역버티컬 핸드오버 기술 특

다종 콘텐츠 분배용 개방형 홈 게이트웨이 기술 특

치기반 상황인지 기반 센서 처리 기술 특

코드  패턴 특성을 이용한 3D 스캐닝 기술 특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서비스망 간의 상호 연동 기술 특

SIP 기반 어 리 이션 제공 기술 특

IMS의 게이트웨이 이어 기술 특

SIP 서비스 지원  CSCF와 HSS 기술 특

다이니믹 패킷 송을 한 네트워크 스 치 리기술 특

무선 장  라우  모듈기술 특

콘텐츠 송제어를 한 다 모드 시스템 기술 특

개인용 웹기반 멀티미디어 속 기술  IMS 제어 기술 특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연동 스마트 계 기술 특

다  무선채  센싱  모듈 설계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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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LTE-adv 지원하는 MIMO 안테나 제조기술은 MIMO 표 로토콜 연구를 통해 

표 화 제시를 했으며, 안테나 제조에서 검증환경을 제시한 부분이 우수함.

   - LTE-A용 다 역 PAM 기술은 다 역 동시 속 기능을 개발하여, QoS,QoE 환

경 제공이 우수함

   - LTE-A용 MIMO 지원 MODEM 제조기술는 N/W모뎀의 성능측정에 한 테스트 

결과를 기 으로 성능치에 한 기 안 제시가 우수함

   - 4G 응형 배열 안테나의 calibration 기술은 핸드오버 기술요건에 한 기능구

이 우수함

   - 3G와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기술은 3GPP의 표 화 제

시를 하여, 표 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첨단안테나 장비는 4G  LTE 기반기술을 용해야만 함, 미래 인 기술로 용

하는 부분이 미흡함

   - 운용알고리즘 분야에서는 QoS, QoE 에 한 표 화 고려가 부족해 보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텔 메틱스 장치  시스템

차량  단말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스마트 폰 연동형 텔 매틱스 단말기 랫폼 설계 기술

차량내유무선통신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차량용 다  안테나  RF 속 기술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텔 메틱스용 치기반 인증기술

CPE 장치  시스템 치기반 내 소형 통신 시스템 기술

IP 멀티미디어 단말  시스템

SIP 서비스 지원  CSCF와 HSS 기술

개인용 웹기반 멀티미디어 속 기술  IMS 제어 기술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연동 스마트 계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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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텔 메틱

스 장치 

 시스템

차량  단말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차량환경에서 다  

인터페이스 제공

차량통신

(IEEE1609) 

기기/4G(LTE)  

무선 연동 

다 인터페이스 

개발

고속 차량 네트워크 등 

다 망 연동 단말개발

차량 

환경에서의 

다 인터페이스 

단말

스마트 폰 연동형 

텔 매틱스 단말기 

랫폼 설계 기술

차량 다 연동이 

가능한 랫폼 제공

텔 메틱스 연동 스마트폰 단말 

 텔 메틱스 다  단말 랫폼 

기술 개발 

스마트폰용 

텔 메틱스 

개인서비스 

속제어 

기술개발

스마트폰 연동 

텔 매틱스 

단말 랫폼

차량내유무선통신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차량 단말간 상호 

인터페이스 제공

차량내 단말간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차량내/외부 유무선 다  

통신 연동 랫폼  서비스 

개발

차량내/외부 

다 통신이 

가능한 연동 

서비스

차량용 다  안테나  

RF 속 기술

다 역 안테나  

RF 속 기능

차량용 다 역(Triple) 안테나 

 무선 속 연동 기술

다 역

(Triple)안테나 

 RF 개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텔 메틱스용 치기반 

인증기술

치기반 고속인증 

서비스제공

치기반 유선/ 모바일/ 

텔 메틱스 랫폼간 

인증기술(>1sec)

차량용 

연동 고속 

인증기술

(>10msec)

차량환경에서 

고속 

인증서비스

CPE 장치 

 시스템

치기반 내 소형 

통신 시스템 기술

내/사내 

이동환경에 한 

연동보안기능 제공

치기반 내 

소형 통신 

시스템 기술

치인지기반 사내/ 내 

연동(스마트워크) 지능형 

통신 서비스  보안/

인증 기술

치기반 

사내/ 내 등 

이동에 따른 

치기반 

지능형 통신 

서비스  

보안/인증 

서비스  

IP 멀티

미디어 

단말  

시스템

SIP 서비스 지원  

CSCF와 HSS 기술

유무선 환경에서 

SIP 인증  

서비스제공

 SIP 연동 신호 

처리  

보안 기술

 유무선 SIP 기반 HSS 연동 

서비스 제어기술

  유무선 

환경에서 

안 한 SIP  

서비스제공

개인용 웹기반 

멀티미디어 속 기술 

 IMS 제어 기술

다 미디어간 IMS 

제어기능 제공

 

웹/음성(VoIP/MoIP)/스마트TV(실

시간스트리 )  다  미디어 속 

인터페이스 기술

개인용 

다 미디어 

속서비스 

 IMS 

서비스 

제어 기술

개인화된 

다 미디어간 

IMS 제어 

서비스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연동 스마트 

계 기술

이종망간 스마트 

계 기능 제공  

데이터 서비스 제공

이종망간

(WIFI-유선-4G 

등) 연동을 한 

펨토셀  

계 기술

이종망간 (WIFI-4G-유선) 

Seamless 

(데이터손실최소화)

 데이터 송 기술 

이종망간 

Seamless 음성 

 데이터 

서비스

[선정된 핵심요소술에 한 연구 목표]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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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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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안테나 장비 및 시스템

1. 개 요

가. 정의  필요성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이란 시스템의 소형화  효율화를 한 빔포   다

 안테나 기술을 의미함. 

 ○ 차세  이동통신인 LTE  LTE-Advanced 시스템에서는 채 간 간섭신호  다  

경로에 의한 페이딩으로 고속의 데이터 송이 제한을 받아 채 간 간섭 신호  

다  경로에 의한 페이딩을 이기 한 빔포 (Beam forming) 안테나 기술 개발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한 고속의 데이터 송을 해 단일 안테나에 의한 데이터 송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  안테나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 용량을 증 하고자 하는 다

안테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채 간 간섭을 피하기 한 빔포  안테나와 다  안테나 기술은 여러 안

테나를 이용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여러 안테나 소자를 함께 구성하면서 안테나 효

율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스템의 소형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나. 범

 

 ○ (제품분류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련 제품은 채 간 간섭 신호의 완

화  페이딩 신호의 개선을 목 으로 하는 빔포  안테나와 데이터 송 용량을 

증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MIMO 안테나로 분류할 수 있음

 ○ (공 망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은 이동통신 기지국 는 단말기 시스

템의 부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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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의 IT융합 분류 의 범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의 제품 분류]

분야 분야(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부품 안테나 -

송수신 배열 안테나부

송수신 채 부

안테나 제어부  원

안테나 신호 처리부

⇒ 본 로드맵에서 다루어지는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의 범 는 

   - 제품 분류 에서는 빔포  안테나와 MIMO 안테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 공 망 기 으로 빔형성 제어  신호처리 모듈과 안테나 소자가 하나의 시스템

으로 이루어진 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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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3)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3,761건 체에 한 각 국

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35.7%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

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3)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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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1,339

H01Q-003 공 선 는 공 선계로부터 방사되는 의 지향특성의 방향 는 형을 바꾸기 한 구성 339

H04B-001
그룹 H04B 3/00에서 H04B　13/00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290

H04L-027 변조 송시스템 128

H01Q-001 공 선의 세부 는 공 선에 련하는 구성(지향특성의 방향을 바꾸기 한 구성 3/00) 124

H04J-011 코드분할다 시스템  108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 비 비삼극 특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럽은 삼극특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악됨. 삼성 자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서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 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QUALCOMM  

INCORPOR

ATED

10 31

SAMSUNG  

ELECTRONI

CS CO., LTD

76 5
Panasonic 

Corporation
41 0 

2

HARRIS  

CORPORATI

ON

8 16

HARRIS  

CORPORATI

ON

47 21

Samsung 

Electronics 

Co., Ltd.

13 26

3
Intel  

Corporation
14 8

QUALCOMM  

INCORPORA

TED

32 23

FUNAI 

ELECTRIC 

CO., LTD.

37 1

4
The Boeing  

Company
10 10

The Boeing  

Company
46 8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35 0

5

SAMSUNG  

ELECTRONI

CS CO., 

LTD.

12 6

Cisco  

Technology, 

Inc.

41 0

TOSHIBA 

CORPORATI

ON

25 5

(2) 국내동향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172건 

피크치에서 2008년 135건을 기 으로 감소 환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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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805

H04L-027 변조 송시스템 52

H04B-001
그룹 H04B  3/00에서 H04B　13/00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40

H04L-001 수신정보 의 에러를 검출 는 방지하기 한 배치 24

H04B-017 감시;시험   15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13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기업의 경우 인터디지털 테크날러지 코포 이션이 75건으로 두르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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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재단법인서울 학교

산학 력재단
17

인터디지탈 테크날러지 

코포 이션
75 삼성 자(주) 216

2
한국 자통신연구원

삼성 자주식회사
15 컴 인코포 이티드 21 엘지 자(주) 152

3
삼성 자주식회사|연

세 학교 산학 력단
14 (주) 이티 7 한국 자통신연구원 95

4 한국과학기술원 10 에스 이텔 콤(주) 12

5
연세 학교

산학 력단
8

삼성 자(주)재단법인

서울 학교        

산학 력재단

10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

소는 ARRAY ANTENNA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20인 것으로 

악되었고, 세계 기 은 Signal Processing가 230.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RF TRANSCEIVER(1.28), 

SIGNAL PROCESSING(1.19) 순서로 나타났으며, RF TRANSCEIVER가 기술  비

교 우 에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Array Antenna 0.93 90.97 1.32 1.41 0.20 0.60 

RF Transceiver 1.14 158.33 0.96 0.35 0.03 1.28 

Signal Processing 0.99 230.30 0.89 1.12 0.18 1.19 

운용 알고리즘 0.94 166.39 1.00 0.98 0.12 0.87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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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 분석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별 기술확보지수는 RF TRANS- 

CEIVER(1.10), 운용 알고리즘(1.10))인 것으로 악되었으며, 패 리 특허수 비 은 

SIGNAL PROCESSING가 2,111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4가지 구성요소  운용 알고리즘의 기술독 지수가 311.85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SIGNAL PROCESSING는 199.73으로 낮은 기술독  수 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Array Antenna 629 0.70 235.32 

RF Transceiver 1,404 1.10 213.24 

Signal Processing 2,111 0.99 199.73 

운용 알고리즘 1,777 1.10 311.85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Array Antenna 0.20 0.60 0.70 235.32  

RF Transceiver 0.03 1.29 1.10 213.24 

Signal Processing 0.18 1.19 0.99 199.73 

운용 알고리즘 0.12 0.87 1.10 311.85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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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

업 합성을 살펴보면, Array Antenna 가 3.46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Array Antenna가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RF 

Transceiver 가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Signal Processing이 4

으로 다른 구성요소 보다 상 으로 기술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Array Antenna가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든 구성

요소가 3  미만으로 기술독 도가 높게 악됨. 체 기술진입도 지수는 Array 

Antenna가 3.5 으로 다른 구성요보다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 한 것으로 

단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Array  
Antenna 5 1 3.4 5 2 3.5 3.46

RF  
Transceiver 2 5 3.2 2 3 2.5 2.78

Signal  
Processing 4 4 4 3 3 3 3.4

운용 
알고리즘 4 3 3.6 2 2 2 2.6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소형화 

→ 시장 니즈 1 : 소형화된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개발

 ○ 차세  이동통신 서비스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와 다  역을 서비스하는 방향으

로 발 하고 있음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은 기지국, RRH, 계기, 단말기 등에 용될 수 있는

데 고속 데이터 송을 해서는 빔포  안테나  MIMO 안테나의 안테나 소자 

수가 많아져 소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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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 시장 니즈 2 : 고효율의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개발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은 여러 개의 안테나 소자를 가지고  환경의 변화

에 따른 빔포 을 하거나, 데이터를 여러 채 로 송함

 ○ 고속 데이터 송을 해서는 우선  신호 형성 시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호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 인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함

 ○ 한 고속 데이터 송을 해서는 실시간으로  신호를 처리해야 고속의 데이

터 송이 가능하므로 고속의 신호 처리 기술이 필요함 

□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한 요구 

→ 시장 니즈 3 : 스마트폰 보 으로 고속의 데이터 송이 가능한 첨단 안테나 장

비  시스템 개발

 ○ 스마트폰의 보 으로 데이터 송속도의 요구가 증가함

 ○ 사용자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형화된 첨단 안테나 시

스템의 요구 증  

요인 Needs

-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 요구 증가
- 트래픽의 증가로 다  역 사용 증가
- 효율을 높이기 한 안테나 시스템의 

복잡화
- 고속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스마트폰 활성화  

⇒

- 데이터 송 효율이 높은 새로운 안테나 
기술 개발

- 안테나의 주 수 재구성 기술 개발
- 효율 인  신호 제어 기술  고속의 

신호 처리 기술 개발 
- 소형화된 안테나 기술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요약]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2010년 BCC Research에서 발행 된 Antennas for Systems and Devices 시장 보고

서를 따르면 련 시장은 6개 세부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음. 

 ○ Antennas for Systems and Devices 시장  가장 큰 규모는 Miniature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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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al, High gain reflector, Smart antennas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장은 스마트 안테나로 8.5%의 성장률이 기 됨

[Antennas for Systems and Devices 시장 망] 

(단  : 백만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Miniature without fractal 2,869 3,019 3,178 3,344 3,520 3,705 5.25 

High gain reflector 2,569 2,683 2,801 2,926 3,055 3,190 4.43 

Smart antennas 1,835 1,991 2,160 2,316 2,542 2,758 8.49 

Miniature fractal 1,475 1,565 1,662 1,764 1,873 1,988 6.15 

Flat panel/medium range 
directive  anntennas 674 711 750 792 835 882 5.53 

Medium gain directional 
anttenna 652 680 710 740 772 806 4.33 

Total 10,074 10,649 11,261 11,882 12,597 13,329 5.76 

 ※ 자료: BCC Research, 2010.1 , Antennas for Systems and Device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 상 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스마트 안테나는 통화품질 향상과 통신 용량 

극 화, 력 통화로 인한 배터리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음

   - 스마트 폰 사용자의 폭발 인 증가로 인해 각 통신사들은 스마트 안테나 기술에 

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련 시장 규모는 더욱 확 될 망임

 ○ 안테나 장비  시스템의 주요 부품  RF모듈 시장을 살펴보면 2009년 약 13억달

러 규모에서 연평균 3% 성장률이 상되며, 2015년 약 2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Fuji Chimera 보고서는 망함

※ 자료: Fuji Chimera Reasearch Institute, 2009, 유망 자부품재료

[RF Module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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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황 분석

□ 첨단안테나 장비  시스템 무역부문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8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Array 
Antenna

무선 화용·무선 신용 기기의 것(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8529.10-9300

RF Transceiver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Signal 
Processing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 기기 8471.80-0000

에이/디,디/에이변환기 8517.62-3410

코덱 8517.62-3420

모뎀(모뎀카드를포함한다) 8517.62-3430

기타(신호 변환기) 8517.62-3490

기타 (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운용 알고리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첨단안테나 장비  시스템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세계 비 국내의 수출입 황을 보면, 모뎀카드를 포함한 모뎀의 수출입 규모가 

2010년 기  수출(537.8Mil$), 수입(95.3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모뎀카드를 포함한 모뎀의 수출입 황을 보면, 수입규모는 2007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비 2010년 수출규모가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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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Array 

Antenna

무선 화용·무선

신용 기기의 것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

117.36 37.73 43.05 64.12 30.43 69.98 56.95 137.22 61.49 34.57

RF 

Transceiver
기타(트랜시버) - 84.95 55.08 16.84 13.44 - 17.49 10.58 9.49 15.30

Signal 

Processing

기타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단 기기
17.08 26.88 36.70 32.79 52.76 35.18 49.24 43.72 42.46 49.81

에이/디,디/에이

변환기 
- 0.62 0.83 1.48 1.64 - 0.78 0.76 3.11 1.53

코덱 - 0.14 0.21 0.24 0.11 - 9.57 5.20 2.04 1.50

모뎀(모뎀카드를포

함한다) 
- 412.51 539.17 422.09 537.84 - 142.18 131.38 96.50 95.26

기타(신호 변환기) - 54.71 55.42 31.55 33.85 - 106.88 97.18 74.46 43.98

기타 (기타 방송통

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운용 

알고리즘

컴퓨터 소 트웨어

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

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

성  상을 재

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

크로 자동자료처

리기계에서 이진

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

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

를 수록한 것( 학

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 Signal Processing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이변환기, 모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수입특화 분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트랜시버는 2010년을 기 으로 수입특

화 분야로 환된 것으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Array 안테나, 트 시버, 코덱, 신호변환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자동자료처리기계, 모뎀(모뎀카드 포함), ADDA 변환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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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Array 

Antenna

무선 화용·무선 신용 

기기의 것(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

0.25 -0.20 -0.52 0.02 -0.06 수입특화 완화

RF 

Transceiver
기타(트랜시버) - 0.66 0.68 0.28 -0.06 수입특화 환

Signal 

Processing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 기기
-0.35 -0.29 -0.09 -0.13 0.03 수출특화 환

에이/디,디/에이변환기 - -0.11 0.05 -0.36 0.03 수출특화

코덱 - -0.97 -0.92 -0.79 -0.87 수입특화

모뎀(모뎀카드를포함한다) - 0.49 0.61 0.63 0.70 수출특화

기타(신호 변환기) - -0.32 -0.27 -0.40 -0.13 수입특화 완화

기타 (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특화

운용 

알고리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참단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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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ub, training, units, reference, target, switch, pointrate, performs, perform, embodimentsswitch, 
switched, part, Code

CR_2 weight, Vector, setreception, predetermined, weightsestimation, estimated, performing

CR_3
beam, beams, first, power, communicationfirst, device, frequency, datamatrices, covariance, 
beamformed, aspect, computedsounding, SDMA, GPS, sends, efficient, multicarrier, logic, singular, 
clock

CR_4
Mode, operation, baseband, performed, quality, directional, sub, substratetarget, radar, angle, 
source, processRFID, reader, tags, enhancemodes, higher, algorithms

CR_5
antenna, signal, system, beam, directionuser, reception, processor, highvalue, maximum, among, 
range, calibration, amplitude, amplifier, noise

CR_6
directional, operating, active, generating, imaging, transducer, ultrasonic, sounding, blocks, 
apparatuses, codebook, IC, packetprofile, primary, reflected, correction, lobes, transformation, 
Subsystem, successive, interferers, metric, AP, identifying, signature

CR_7 reference, improved, algorithmsubarray, convert, RFID, tilt, apertures

CR_8 Multiple, antennas, transmitorthogonal, Division, spacechannels, interference, spatial

CR_9
layer, ground, radiation, radiating, modules, Optical, satellite, directions, subscriber, Band, board, 
audioaperture, capable, portion, lineIC, front, couple, PA, microwave, shifting, cooling, MEMS, 
lower

CR_10
board, printed, plate, material, radiator, dielectric, imaging, width, cardsubstrate, surface, 
arranged, aperture

CR_11 module, coupled, circuitadjacent, coupling, selectivelymodules, distribution, shifters, configuration

[첨단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 참단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는 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

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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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2 data, time, information, usedquality, determine, path, receives, value, calibration, gain, terminal

CR_13
digital, receiver, multipoint, local, group, modemsymbol, synchronization, frame, timing, sensor, 
memory, cells

CR_14
downlink, uplink, channels, userstation, base, apparatussubscriber, communicating, coefficients, 
matrices, forward, streams, operable, microphoneterminal, pilot, link, estimationstreams, stream, 
state, OFDM

CR_15 respective, forming, multibeam, formedline, relative, adjacent

CR_16
Optical, light, scan, scanningmicrowave, monolithic, polarized, subarray, uniquely, profile, 
gateway, inner, cavity

CR_17
signal, signals, arraydevice, network, controlsatellite, particular, platform, defined, main, filter, 
carrier, equalfilter, conversion, reducing, wideband, amplifiers, distributed

CR_18
system, method, beamformingcommunication, wireless, channel, stationchannel, based, 
Multiplematrix, MIMO, weight, downlink

CR_19 power, output, RF, unit, digital

CR_20 direction, connected, respective, module, matrix, Mode, layer

CR_21 main, arrays, remote

CR_22 half, sectors, patterns, physical, utilize, full, nodes, logical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Array Antenna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기술

잡음 제거를 한 잡음 증폭기 제조 기술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제조 기술

다 모드 지원을 한 역/다 역 안테나 제조 기술

Digital Phase Shifter를 이용한 상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LTE-adv 지원하는 MIMO 안테나 제조기술

RF Transceiver

특정 주 수 역상 송 기술

디지털 변조  채  부호화 기술

상하향링크 고속 송 기술

잡음 제거용 주 수 증폭 기술

간섭 향 제거 특성의 력 송 기술

LTE-A용 다 역 PAM 기술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역 송수신 집 회로 제조 기술

Signal Processing

신호 압축과 다 화  송 신호 변환 기술

MIMO지원 다 빔 형성을 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다  안테나 환경에서의 역확산 기술

고속 ADC/DAC 설계 기술

LTE-A용 MIMO 지원 MODEM 제조기술

다지  센서  단말기 연동용 동기  수신 향상 기술

운용 알고리즘

디지털 변조  채  부호화 기술

송 환경의 채  특성 분석 기술

4G 기지국용 응형 배열 안테나 시스템 제어 기술 

비디오, 오디오 압축  부호화 기술

MIMO 지원 지능형 단일빔/다 빔 형성  제어 알고리즘 기술

4G 응형 배열 안테나의 calibration 기술

3G와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기술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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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Array 

Antenna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기술 - - - -

잡음 제거를 한 잡음 증폭기 제조 기술 - - - -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제조 기술 - - - -

다 모드 지원을 한 역/다 역 안테나 제조 기술 - - - -

Digital Phase Shifter를 이용한 상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 - - -

LTE-adv 지원하는 MIMO 안테나 제조기술 - - - -

RF 

Transceiver

특정 주 수 역상 송 기술 25% - - 17% 

디지털 변조  채  부호화 기술 17% - - 17% 

상하향링크 고속 송 기술 8% 8% - 8% 

잡음 제거용 주 수 증폭 기술 8% 8% - 8% 

간섭 향 제거 특성의 력 송 기술  - - 8% -

LTE-A용 다 역 PAM 기술  - - - -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17% - - 17% 

역 송수신 집 회로 제조 기술 - - -

Signal 

Processing

신호 압축과 다 화  송 신호 변환 기술 8% - 8% 8%

MIMO지원 다 빔 형성을 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8% - 8% 17% 

다  안테나 환경에서의 역확산 기술 - - - -

고속 ADC/DAC 설계 기술 8% - - 8% 

LTE-A용 MIMO 지원 MODEM 제조기술 17% - - -

다지  센서  단말기 연동용 동기  수신 향상 기술 25% - 17% 8% 

운용 

알고리즘

디지털 변조  채  부호화 기술 8% - - 8% 

송 환경의 채  특성 분석 기술 25% - - 17% 

4G 기지국용 응형 배열 안테나 시스템 제어 기술 - - - -

비디오, 오디오 압축  부호화 기술 - - - -

MIMO 지원 지능형 단일빔/다 빔 형성  제어 알고리즘 기술 8% - - - 

4G 응형 배열 안테나의 calibration 기술 8% - - 8% 

3G와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2기업의 결과 임.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분야에서 ‘ 송 환경의 채  특성 분석 기술’과 ‘ 송 

환경의 채  특성 분석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5%가 보유하고 있으며, 

17%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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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지  센서  단말기 연동용 동기  수신 향상 기술’을 보유기술(25%), 소기

업형 기술(8%), 공백기술(17%) 등의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유추해보면, 동 기술은 

유망하지만 소기업이 근하기는 다소 어려운 기술인 것으로 단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3G,4G 환이 가능한 통신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개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방송기기, 라켓류 안 밸트, 휴 용골 거리측정기, 충 이블, TBF얼음착기, 정  부품, 
세라믹패치안테나, 무선 화기  

해외 기업 QUALCOMM  INCORPORATED, Intel, Panasonic, FUNAI ELECTRIC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LG 자, 팬텍, SK텔 콤

소기업 거산 자㈜ , 흥일기업, 일 하이텍, pj 자, 그 이스디지털, 가주산업, 에이치에스테크 

 ○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개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

면, 다수의 기업이 단 부품 형태의 단 부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
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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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들은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개발 부품의 제품을 기업류 

 소기업체로부터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기

업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첨단 안테나 장비  시스템 개

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단 부품을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Array Antenna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기술 특

잡음 제거를 한 잡음 증폭기 제조 기술 특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제조 기술 특

다 모드 지원을 한 역/다 역 안테나 제조 기술 특

Digital Phase Shifter를 이용한 상 배열 안테나 설계 기술 특

LTE-adv 지원하는 MIMO 안테나 제조기술 특

RF Transceiver

특정 주 수 역상 송 기술 특

디지털 변조  채  부호화 기술 특

상하향링크 고속 송 기술 특

잡음 제거용 주 수 증폭 기술 특

간섭 향 제거 특성의 력 송 기술 특

LTE-A용 다 역 PAM 기술 특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특

역 송수신 집 회로 제조 기술 특

Signal Processing

신호 압축과 다 화  송 신호 변환 기술 특

MIMO지원 다 빔 형성을 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특

다  안테나 환경에서의 역확산 기술 특

고속 ADC/DAC 설계 기술 특

LTE-A용 MIMO 지원 MODEM 제조기술 특

다지  센서  단말기 연동용 동기  수신 향상 기술 특

운용 알고리즘

디지털 변조  채  부호화 기술 특

송 환경의 채  특성 분석 기술 특

4G 기지국용 응형 배열 안테나 시스템 제어 기술 특

비디오, 오디오 압축  부호화 기술 특

MIMO 지원 지능형 단일빔/다 빔 형성  제어 알고리즘 기술 특

4G 응형 배열 안테나의 calibration 기술 특

3G와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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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어 이 안테나  운용 알고리즘 분야의 기술들이 높은 수를 받은 것은 소기

업기술 특성에 합한 것으로 보임

 ○ LTE-adv 지원하는 MIMO 안테나 제조기술은 MIMO 표 로토콜 연구를 통해 

표 화 제시를 했으며, 안테나 제조에서 검증환경을 제시한 부분이 우수함

 ○ LTE-A용 다 역 PAM 기술은 다 역 동시 속 기능을 개발하여, QoS,QoE 환경 

제공이 우수함

 ○ LTE-A용 MIMO 지원 MODEM 제조기술는 N/W모뎀의 성능측정에 한 테스트 

결과를 기 으로 성능치에 한 기 안 제시가 우수함

 ○ 4G 응형 배열 안테나의 calibration 기술은 핸드오버 기술요건에 한 기능구

이 우수함

 ○ 3G와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기술은 3GPP의 표 화 제

시를 하여, 표 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첨단안테나 장비는 4G  LTE 기반기술을 용해야만 함, 미래 인 기술로 용

하는 부분이 미흡함

   - 운용알고리즘 분야에서는 QoS, QoE 에 한 표 화 고려가 부족해 보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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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Array 

Antenna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기술

다 빔제어기술

용  설계방향 

제시

빔형성 알고리즘 

개발
빔제어기 설계 상용시제품 개발

다 빔 제어 

기지국 안테나 

시스템 개발

잡음 제거를 한 잡음 

증폭기 제조 기술

잡음제거기술

용  설계방향 

제시

잡음제거 

알고리즘 개발

기존 LNA 비 

10% 이상 성능 

개선

기존 LNA 비 

10%이상 

성능향상 구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제조 기술

소형화  고효율

안테나 설계방향 

제시

소형화  고효율 

기술개발

8x8 이상 다 빔 

제어 기지국 

안테나 구

8x8 이상 

다 빔 제어 

기지국 안테나 

구

다 모드 지원을 한 

역/다 역 안테나 

제조 기술

다 역/다 모드 

안테나 설계기술  

새로운 안테나구조

다 역/모드 

안테나 설계  

구조제안

20MHz 이상 

역폭 

다 역

/모드 안테나 

구

20MHz 

역폭이상 

다 역 

다 모드 지원 

안테나 구

LTE-adv 지원하는 MIMO 

안테나 제조기술

8x8 이상 

안테나 구성

8x8이상 안테나 

구성기술

최  100MHz 

역폭 지원 

MIMO 안테나 

개발 

최  100MHz 

역폭을 

지원하는 

MIMO 안테나 

구

RF 

Transceiver

LTE-A용 다 역 PAM 

기술

역간 격리도 성능 

확보방안  설계 

메커니즘

고효율 DPD 

알고리즘 개발

고효율 DPD 

알고리즘 개발

(효율 35%, 

역폭 30MHz)

고효율 DPD 

알고리즘 개발

(효율 40%, 

역폭 30MHz)

최  100MHz 

역폭을 

지원하는 

다 역 PAM

Signal 

Processing

LTE-A용 MIMO 지원 

MODEM 제조기술

3GPP Release 

10 규격 호환성
3GPP Release 10 규격 호환 핵심 IP 개발 

3GPP Release 

10 규격 호환성 

갖는 모뎀 IP 

개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Array Antenna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기술

잡음 제거를 한 잡음 증폭기 제조 기술

스마트 기지국용 빔포  안테나 제조 기술

다 모드 지원을 한 역/다 역 안테나 제조 기술

LTE-adv 지원하는 MIMO 안테나 제조기술

RF Transceiver LTE-A용 다 역 PAM 기술

Signal Processing LTE-A용 MIMO 지원 MODEM 제조기술

운용 알고리즘

4G 기지국용 응형 배열 안테나 시스템 제어 기술 

4G 응형 배열 안테나의 calibration 기술

3G와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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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운용 

알고리즘

4G 기지국용 응형 배열 

안테나 시스템 

제어 기술 

8x8 이상 

안테나 구성 

다 빔제어기술

디지털감쇄기 

설계방향

응형 다 빔 

제어기술 개발 

LTE/Mobile 

Wimax 지원 

응형 배열 

안테나 구

4G 응형 배열 

안테나 구

4G 응형 배열 안테나의 

calibration 기술

8x8 이상 안테나 

구성 Cali bra- tion 

설계방향

8x8 이상 

안테나 

calibration 

기술개발 

LTE/Mobile 

Wimax 지원 

응형 배열 

안테나 

Calibration 

구

4G 응형 배열 

안테나 

calibration 구

3G와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Cancellatio

nSystem)기술 

역간 간섭

제거 기술

시스템 정량 인

성능제시

이  최 출력 3kW 이상, 

진동진폭 1.5㎛ 이상

이  

최 출력 4kW 

이상

진동진폭 

2㎛ 이상

LTE 지원 ICS 

계시스템 

설계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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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 중계시스템

1. 개 요

가. 정의  필요성

 ○ 이동통신 계시스템이란 기존의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이동통신 신호를 계함

으로써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장비로, 소자, 부품,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

며, 소자는 주로 칩단 의 제품이고, 부품은 모듈, 안테나, 앰  등이고, 시스템

은 이러한 부품들을 인테그 이션한 것으로 이동통신 계기, RRH, 펨토셀, Relay 

등을 의미함

 ○ 차세  이동통신인 LTE  LTE-Advanced 시스템에서는 고속의 데이터 송으로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감소하고 한 고속데이터 송에 의한 력 소모가 커짐

 ○ 따라서 LTE  LTE-Advanced와 같은 차세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고속 데

이터를 계하고 셀경계에서 안정 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 인 차세  

이동통신 계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차세  이동통신망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해 매크로

셀, 마이크로셀, 피코셀, 펨토셀 등 여러 계층의 망 구조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다

양한 환경에 합한 차세  이동통신 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나. 범

 

 ○ (제품분류 ) 이동통신 계 시스템 련 제품은 실내외용  유무선용 계기, 

실외서비스용 RRH, 실외서비스용 Relay, 실내서비스용 펨토셀을 포함함.

 ○ (공 망 ) 이동통신 계기술에는 소자, 부품, 시스템 기술로 분류가 될 수 있

는데, 소자는 주로 칩단 의 제품이고 부품은 모듈, 앰  등이고 시스템은 이러

한 부품들을 인테그 이션한 것임

 ○ 부품에 있어서는 유선을 한 인터페이스를 한 모듈,  방사를 한 안테

나, 입력신호를 증폭하기 한 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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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측면에서는 기  역(Baseband) 신호 처리가 없는 이동통신 계기, 

RRH(Remote Radio Head)와 기  역 신호 처리를 하는 펨토셀, Relay 등이 있음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의 차세  네트워크 분류 의 범 ]

[이동통신 계기술의 제품 분류]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소자 칩 단  제품 MMIC, DPD ASIC -

부품

안테나 빔포  안테나, MIMO 안테나, 인빌딩 안테나 등 -

필터 역 가변 필터 -

모듈 유선인터페이스 -

앰 선형증폭기, 고출력증폭기 -

시스템

계기 - 실내용 계기, 실외용 증계기, 유선 계기, 무선 계기

RRH - 실외서비스용

Relay - 실외서비스용

펨토셀 - 실내서비스용

  ⇒ 본 로드맵에서 다루어지는 차세  이동통신 계 시스템의 범 는 

   - 기 역 신호를 포함한 RF 시스템과 기 역 신호를 포함하지 않는 RF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 공 망 기 으로 소자, 부품, 시스템  역에 해 다루고자 하며,

   - 기술 으로는 제조 기법에 따라 력 효율 향상 기술, 기능 향상 기술, 이동통신 

서비스 변화에 응하는 시스템 제작 기술까지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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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4)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차세  이동통신 계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989건 체에 한 각 국

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한국 특허가 체의 36.7%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4)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

개특허  등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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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391

H04L-027 변조 송시스템 249

H04B-001
그룹 H04B  3/00에서 H04B　13/00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부; 송

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167

H04J-011 직교다 화 시스템 125

H04L-001 수신정보 의 에러를 검출  는 방지하기 한 배치 96

H04K-001 비 통신 84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icrosoft Corporation (유럽),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Hitachi, 

Ltd. (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QUALCOMM  

Incorporated
7 36

QUALCOMM  

Incorporated
24 25

NTTDOCOMOI

NC 
9 40

2

Nortel 

Networks 

Limited
13 4

Samsung 

Electronics 

Co., Ltd.

6 29 TOSHIBA CORP 9 0

3

SONY 

CORPORAT

ION

4 7

Nortel 

Networks 

Limited

5 21 NEC CORP 2 5

4

INTERDIGITAL 

TECHNOLOGY  

CORPORATION

3 8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4 22 SHARP CORP 4 0

5

Samsung 

Electronics 

Co., Ltd.
4 7

INTERDIGITAL 

TECHNOLOGY  

CORPORATION

10 13
MITSUBISHIELE

CTRIC 
2 0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2) 국내동향

 ○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지속 인 성장 추세를 보이다 2009년 165건 이후 감소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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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265

H04B-001
그룹 H04B  3/00에서 H04B　13/00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
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81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 62

H04L-027 변조 송시스템 37

H04B-010 무선이외의 입자(corpuscular radiation)를 방사하는 빔 는 자 를 사용하는 송시스템 34

H04W-036 핸드오  는 재선택  장치 28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삼성 자가 18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세스텍과 씨맥스와이어리스가 4건으로 특허건수가 높게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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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42 주식회사 세스텍 4 삼성 자주식회사 184

2 한국과학기술원 6 (주)씨맥스와이어리스 4 엘지 자 주식회사 84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이엠텔 콤 주식회사 3 에스 이 텔 콤주식회사 16

4 한국화학연구원 5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이티 11

5 한밭 학교 산학 력단 5 에스 이텔 시스 주식회사 5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칩소자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9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이동통신 계시스템 (1.17), 

칩소자(1.10), 앰 (0.93)등의 순서로 이동통신 계시스템이 기술  비교우 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칩 소자   0.82   145.96   0.99   1.46   0.10  1.10

앰  0.93  206.34 1.04  1.18  0.14  0.93 

필터  1.24   246.41   1.05  0.78  0.07  0.86

이동통신 계시스템 1.01  174.29   0.90   0.69  0.10  1.17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앰 (1.41), 필터

(0.91), 이동통신 계시스템(0.82), 칩 소자(0.76)로 악되었으며, 앰 의 패 리 특

허 등록이 5,194건으로 기술 확보를 한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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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독 지수는 4가지 구성요소  이동통신 계시스템의 기술독 지수가 386.25

로 가장 높아 출원 기업에 의한 특허가 집  된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칩 소자 2,264 0.76 302.11

앰 5,194 1.41 204.12

필터 2,987 0.91 204.79

이동통신 계시스템 2,339 0.82 386.25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칩소자 0.19 1.10 0.76 302.11

앰 0.14 0.93 1.41 204.12

필터 0.07 0.86 0.91 204.79

이동통신 

계시스템
0.10 1.17 0.82 386.25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

업 합성을 살펴보면, 칩소자가 3.7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필터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

지수는 칩소자와 이동통신 계시스템이 4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IT융합

- 83 -

칩소자와 이동통신 계시스템이 4 으로 비교  높은 기술 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칩소자가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3

 미만의 높은 기술독 도를 보임. 체 기술진입도 지수는 칩소자와 필터가 3.5

으로 다른 구성요소 보다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 한 것으로 단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칩소자 4 4 4 5 2 3.5 3.7

앰 4 3 3.6 1 3 2 2.64

필터 3 2 2.6 4 3 3.5 3.14

이동통신 

계시스템
4 4 4 2 2 2 2.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고효율 

→ 시장 니즈 1 : 고효율의 이동통신 계 시스템 개발

 ○ 그린 IT의 개념으로 고효율의 시스템에 한 니즈가 있음

 ○ 재 시스템의 효율은 15% 내외인데 차세  이동통신에 사용할 시스템은 시스템 

효율 35%를 목표로 개발 에 있음

 ○ 시스템이 고효율화가 이루어지면 시스템의 력을 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속 

데이터 송을 할 수 있음 

□ 설치 상면 의 최소화  

→ 시장 니즈 2 : 경량화  소형화 이동통신 계 시스템 개발

 ○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CDMA, W-CDMA, WiBro 시스템이 동시에 서비스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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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

치하기 해서는 경량화  소형화가 요구됨

 ○ 경량화  소형화를 해서는 앰 의 효율을 높여 방열 문제를 최 한 최소화 하

는 것이 핵심기술인데, 앰 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Doherty , DPD (Digial 

Pre distortion), CFR (Crest Factor Reduction) 앰  기술 등이 용되고 있음

 ○ 재 개발 인 기술로는 ET(Envelope Tracking) 기술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 재 앰 의 효율은 25% 정도이며 시장 니즈 1의 고효율화와 시스템의 경량화  

소형화를 해서는 앰 의 효율이 최소한 40% 이상 되어야 함

□ 데이터 트래픽에 한 요구 

→ 시장 니즈 3 : 스마트폰 보 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동통신 계 시스템 개발

 ○ 스마트폰의 보 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동통신 망에 트래픽 부하가 

걸리는 상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단말의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계 시스템으로는 펨토셀과 Relay 시스템이 있음

요인 Needs

- 그린 IT 개념의 력 효율성 요구 증

- 다양한 세 의 시스템 공존으로 설치 공간의 

부족

- 스마트폰 활성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

-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의한 계 시스템의 증가 

⇒

- 력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

- 소형화  경량화된 시스템 개발

-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의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여러 개층의 시스템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요약]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세계 이동통신 시스템 시장은 2008년을 기 으로 시장 규모가 어들어 2015년까

지 연평균 470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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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시스템시장의 경우, HSPA, EV-DO Rev.A 투자가 진행되어 3.2조원의 시장을 

형성한 2008년 이후 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2.4조원을 기록할 망임

 ○ 시스템 시장의 약 30%가 이동통신 계 시스템 시장으로 가정할 경우, 국내 이동

통신 계시스템 시장의 규모는 매년 약 6,000억원 시장으로 볼 수 있음.

[차세  이동통신 계기술의 시장 망(2011~2015년)]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2011 2012 2013 2014 2015

세계시장
(시스템 체)

[단  : 백만달러]

15,054
(50,179)

15,058
(50192)

15139
(50,463)

15,386
(51,288)

15,587
(51,957)

0.2

국내시장
(시스템 체)

[단  : 10억원]

913
(3,042)

876
(2,920)

848
(2,825)

849
(2,830)

848
(2,828)

-1.5%

※ 자료(세계) : IDC, " Worldwid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2009~2013", 2009. 5., ETRI, "2014-2015 이동통신시스템 시장

", 2010.

   자료(국내) : IDC, "Korea Telecom Service and Equipment Market 2009-2013", 2009.12, ETRI, "2014-2015 이동통신시스템 시

장", 2010.

 ○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한 발달에 따라 이제까지 비수요 지역으로 이동통신 서비

스가 완 하게 제공되지 못했던 산간벽지, 낙도, 도심  사각지 , 지하철, 터  

아 트 단지 등에서도 고품질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통신 사업자가  사각 지역에 기지국 증설에 막 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경  수

지를 악화시키고 국가 으로 막 한 투자 비효율성이 래 할 수 있어, 렴한 비

용에 높은 통신품질과 서비스 범 를 개선할 수 있는 차세  계시스템 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와 기존의 3G에서 4G 시장으로의 변화로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시장의 요성은 더욱 부각됨. 역 무선 속 (4G) 장

비 시장을 바탕으로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시장을 유추하고자 함. 

 ○ 차세  이동통신인 LTE  LTE-Advanced 시스템에서는 다  경로에 의한 페이딩

을 이기 한 빔포 (Beam forming) 안테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LTE 시스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1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3%의 고 

성장을 통해 2014년 94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단되며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으로 LTE시스템 시장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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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IDC, 2009.05, LTE system market

[LTE system 시장 망]

 ○ 학용 트랜스시버  증폭기 련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학용 트랜스시버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약 51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망됨.

   - 학용 증폭기 시장은 연평균 21%의 성장하여 2014년 약 30억달러의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악됨

 (단 :mil$)

         

    ※자료: Wintergreen Research, 2009.09, 2010.01, Optical Component Worldwide Strategies, Market Shares

[ 학용 트랜스시버 / 증폭기 구성품 시장 망] 

 ○ 그 외 2011년 발행된 섬유 기반 커넥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8억달러 

규모에서 2014년 25억달러 규모로 시장 성장이 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9.6%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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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BCC Research, 2011.01, Fiber Optic Connectors: Global Markets

[ 섬유 기반 커넥터 시장(FOC) 망] 

(2) 무역 황 분석

□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무역부문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5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칩 소자
HS 코드 체계상 범 하게 분포되어 있어 구체화되지 아니한 경우 품목
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앰 고주 증폭기 8543.70-9010

필터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송신 는 재생하기 
한 기기의 부분품)

8517.70-3090

기타( 학기기의 부분품) 9013.90-9000

이동통신 
계시스템

무선통신용 계기 8517.62-6060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칩소자의 경우 HS 코드 분류가 구체화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수출입 황을 보면 학기기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351.1Mil$), 수입(338.3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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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통신용 계기의 경우 2010년도 수입규모 비 수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

으나, 수출규모는 2008년 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무선통신용 계기기 수출 황(114.29(2008년)→ 112.25(2010년))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앰 고주 증폭기 - 4.37 7.34 12.48 15.82 - 59.95 33.25 30.10 30.10

필터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송신 는 

재생하기 한 

기기의 부분품)

- 9.94 19.49 30.08 34.37 - 47.49 55.84 52.90 82.12

기타( 학기기의 

부분품)
2222.77 3322.16 5052.67 216.74 351.07 330.11 255.69 268.14 210.55 338.27

이동통신 

계

시스템

무선통신용 계기 - 129.50 114.29 104.47 112.25 - 5.43 14.37 10.90 6.44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고주  증폭기, 음성  상 변환기기 등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학기기의 부분품, 무선통신용 계기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고주  증폭기, 음성  상 변환기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학기기의 부분품, 무선통신용 계기 등 

 ○ 학기기의 부분품의 경우 2006년 이후 꾸 히 수출이 증가하 으나, 2009년을 기

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출특화가 완화된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앰 고주 증폭기 - -0.86 -0.64 -0.41 -0.31 수입특화 완화

필터

기타(음성• 상 는 기타 자료

를 수신, 변환  송신 는 재생

하기 한 기기의 부분품)

- -0.65 -0.48 -0.27 -0.41 수입특화

기타( 학기기의 부분품) 0.74 0.86 0.90 0.01 0.02 수출특화 완화

이동통신 

계시스템
무선통신용 계기 - 0.92 0.78 0.81 0.89 수출특화 강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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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data, transmission, channel, symbol, symbolsphase, pilot, unit, station, Fourier, power, Band, 
timingsymbol, apparatus, firstfirst, plurality, based

CR_2 Fourier, Transform, Fastsection, detects, amount, delayed, window, vector, transceiver, IEEE, dc, 
burstcircuit, reference, generateIS, suppresses, potentially, relay, attenuation, signalling, beacon

CR_3 timing, frame, FFT, correlation, circuit, tones, preamble, remotesub, value, interference, 
offsetremote, units, host, terminal, loop, sectionmapping, sequences, reducing

CR_4 bits, encoded, codingwideband, direct, broadband, typeregion, direction, table, multiband, 
autocorrelation

CR_5 orthogonal, Division, multiplexingterminal, uplink, cell, module

CR_6 MIMO, diversity, performance, channelspreamble, packet, gain, Codedevices, signaling, 
combination, transmissions, codes, common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는 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

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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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7 block, bit, bitsdc, conversion, every, measure, search, Doppler, wideband, UWB

CR_8
stage, terms, new, variation, boundary, weight, pseudo, switching, payload, satellite, imbalance, 
word, femtocarriers, respective, selection, frequenciesMode, bandwidth, Pattern

CR_9 streams, divided, assigned, group, stream, pointBand, both, low, interval, streams, points

CR_10 carrier, modulated, error, input, twointerval, guard, lengthcomponents, component, difference

CR_11 offset, estimate, response, sequencecorrelation, maximum, detection, peak

CR_12 parameters, packets, particular, multicarriertransceiver, fixed, parallel, hopping, coefficient

CR_13 Code, providing, baseband, RFstation, base, mobilelocation, TDMA, cellular, transmitters, 
CDMARF, amplifier, filtering, locationbaseband, cross, processor, spread

CR_14 sequence, selected, set, generating, subcarriersgain, compensation, amplitude, Feedback, configured, 
delay, Mode, mapping, blockinterference, multi, Disclosedtones, tone, uses, MIMO

CR_15 symbols, transmitted, wireless, informationinformation, transmitting, modulationunit, control, 
digital, subcell, allocating, resource, spatial, parameters

CR_16 loop, detector, clock, oscillator

CR_17
imbalance, IQ, prescribed, moving, subbands, ones, cable, element, CSI, beam, suppression, 
contention

CR_18 format, filters, separate

CR_19 satellite, amplified, GPS, selector

CR_20 Signal, frequency, OFDM, orthogonal, data, phase, stage

CR_21 coefficient, representing, step, long, relative, metric, connected

CR_22 subbands, subband, usable, subset, plural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칩 소자

이동통신 송수신기의 칩소자 소형화 기술

이종의 물질을 이용한 각 개별 구성소자의 최 화 기술

이동통신 용 력소자  모델링 기술

4G통신용 다 역 다 모드 지원 CMOS Transceiver 기술

MIMO지원 다  빔 제어를 한 고정  Digital Attenuator 기술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LTE-A 지원 역 다 모드 RFIC 회로 설계기술

수정편을 사용하지 않는 CMOS 기반 Oscillator 기술

집 회로 기반 워 최 화 기술

집 회로 기반 응답속도  지연시간 감소 기술

앰

력 증폭기 왜곡해석 개선 기술

비선형 증폭 채  환경 기반 시스템 성능 향상 기술

CMOS 연산 증폭기 설계 기술

역 증폭기 제조 기술

4G 구 을 한 역 선형 력증폭기 제조 기술

간섭제거 궤한 루  회로 제조 기술

인 채  력률 2-tone 제거  력 효율향상기술

신호 송 분배기  결합기 개발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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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필터

간섭 제거 필터 특성 분석 기술

잡음 제거용 디지털 필터 기술

소형 역 통과 필터 제조 기술

동기 탐색용 이 데이터 흐름 특성의 정합필터 기술

다 빔제어  MIMO지원을 한 계기용HighQ 역통과필터기술 

이동통신 계 시스템

신호 수신 음 지역용 채  배치 기술

계기 기반 시스템용 양방향 부호화 기술

다  계기 OFDM 시스템용 부반송  할당 기술

3G  4G 지원 다 모드 구 을 한 역/다 역 안테나 개발

LTE-A를 한 MIMO 지원 Diversity Gain 고도화 기술

3G  4G 기지국 부하 분산용 이종망간 무선자원 리 기술

궤환간섭 제거 특성의 다 안테나 계 시스템 구축 기술

다 채  송·수신 특성을 갖는 계 시스템 구축

3G, 4G동시지원ICS(InterferenceCancellationSystem)기술 

무선채 할당 계 시스템 구축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칩 소자

이동통신 송수신기의 칩소자 소형화 기술 15% - - 8% 

이종의 물질을 이용한 각 개별 구성소자의 최 화 기술 8% - - -

이동통신 용 력소자  모델링 기술 15% - - 8% 

4G 통신용 다 역 다 모드 지원 CMOS Transceiver 기술 - - - -

MIMO지원 다  빔 제어를 한 고정  Digital Attenuator 기술 - - - -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 - - 8% 

LTE-A 지원 역 다 모드 RFIC 회로 설계기술 - - - -

수정편을 사용하지 않는 CMOS 기반 Oscillator 기술 - - - -

집 회로 기반 워 최 화 기술 - - - -

집 회로 기반 응답속도  지연시간 감소 기술 - - - -

앰

력  증폭기 왜곡해석 개선 기술 8% - - -

비선형 증폭 채   환경 기반 시스템 성능 향상 기술 8% 15% - 15% 

CMOS 연산 증폭기 설계 기술 8% - - -

역 증폭기 제조 기술 - - 8% -

4G 구 을 한 역 선형 력증폭기 제조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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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간섭제거 궤한 루  회로 제조 기술 - - - -

인 채  력률  2-tone 제거  력 효율향상기술 - - - -

신호 송 분배기  결합기 개발 8% - - 8% 

필터

간섭 제거  필터 특성 분석 기술 - - - -

잡음 제거용 디지털 필터 기술 8% - - 8% 

소형 역 통과 필터 제조 기술 8% - - 8% 

동기 탐색용 이 데이터 흐름 특성의 정합필터 기술 8% - - 8% 

다 빔 제어  MIMO 지원을 한 계기용 HighQ 역 통과 필터기술 8% - - 8% 

이동통
신 계 
시스템

신호 수신  음 지역용 채  배치 기술 8% - - - 

계기 기반 시스템용 양방향 부호화 기술 15% - - 8% 

다  계기 OFDM 시스템용 부반송  할당 기술 8% - - 8% 

3G  4G 지원 다 모드 구 을 한 역/다 역 안테나 개발 8% - - 8% 

LTE-A를 한 MIMO 지원 Diversity Gain 고도화 기술 - - - -

3G  4G 기지국 부하 분산용 이종망간 무선자원 리 기술 15% - - 15% 

궤환간섭 제거 특성의 다 안테나 계 시스템 구축 기술 - - - -

다 채  송·수신 특성을 갖는 계 시스템 구축 - - - -

3G,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기술 - 23% - 8% 

무선채 할당 계 시스템 구축 - - - -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3기업의 결과 임.

 

 ○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분야에서 3G  4G 기지국 부하 분산용 이종망간 무

선자원 리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15%가 보유하고 있으며, 15%의 기업

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이동통신 송수신기의 칩소자 소형화 기술’은 보유기술(15%), 소기업형 기

술(8%)라고 응답하 으며,‘이동통신 용 력소자  모델링 기술’은 보유 기술

(15%), 소기업형 기술(8%)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개발 련 기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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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PLL칩, GIS, LBS의료 IT융합, 앰 , 핸드폰카메라, TBF 더블융착기  

해외 기업 QUALCOMM  Incorporated, TOSHIBA, SHARP, Nortel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팬텍, 엘지 자, KT, SK텔 콤, SK텔 시스

소기업
한솔테크닉스, 블루텍, 유비스, 가주산업, ㈜에이치에스테크, 일신테크, 에센하이텍㈜, 이넷, 

태성포스, 진기술정보, 일차이텍, 명윤인포텍  

 ○ 차세  이동통신 계시스템 개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

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단 부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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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

칩 소자

이동통신 송수신기의 칩소자 소형화 기술 특

이종의 물질을 이용한 각 개별 구성소자의 최 화 기술 특

이동통신 용 력소자  모델링 기술 특

4G통신용 다 역 다 모드 지원 CMOS Transceiver 기술 특

MIMO지원 다  빔 제어를 한 고정  Digital Attenuator 기술 특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특

LTE-A 지원 역 다 모드 RFIC 회로 설계기술 특

수정편을 사용하지 않는 CMOS 기반 Oscillator 기술 특

집 회로 기반 워 최 화 기술 특

집 회로 기반 응답속도  지연시간 감소 기술 특

앰

력 증폭기 왜곡해석 개선 기술 특

비선형 증폭 채  환경 기반 시스템 성능 향상 기술 특

CMOS 연산 증폭기 설계 기술 특

역 증폭기 제조 기술 특

4G 구 을 한 역 선형 력증폭기 제조 기술 특

간섭제거 궤한 루  회로 제조 기술 특

인 채  력률 2-tone 제거  력 효율향상기술 특

신호 송 분배기  결합기 개발 특

필터

간섭 제거 필터 특성 분석 기술 특

잡음 제거용 디지털 필터 기술 특

소형 역 통과 필터 제조 기술 특

동기 탐색용 이 데이터 흐름 특성의 정합필터 기술 특

다 빔제어 MIMO지원을 한 계기용HighQ 역통과필터기술 특

이동통신 계 시스템

신호 수신 음 지역용 채  배치 기술 특

계기 기반 시스템용 양방향 부호화 기술 특

다  계기 OFDM 시스템용 부반송  할당 기술 특

3G  4G 지원 다 모드 구 을 한 역/다 역 안테나 개발 특

LTE-A를 한 MIMO 지원 Diversity Gain 고도화 기술 특

3G  4G 기지국 부하 분산용 이종망간 무선자원 리 기술 특

궤환간섭 제거 특성의 다 안테나 계 시스템 구축 기술 특

다 채  송·수신 특성을 갖는 계 시스템 구축 특

3G,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기술 특

무선채 할당 계 시스템 구축 특

[핵심요소기술 선정내용]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

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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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소자, 앰 , 필터, 이동통신 계 시스템의 완제품 모두 소기업기술개발에 

합한 분야임

 ○ 필터는 소기업기술에 합하나 기술 수 이 아주 높지 않은 것으로 기술 경쟁력

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반 으로 분야별 필요한 주요 기술이 선정된 것으로 보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요소기술

칩 소자

이동통신 송수신기의 칩소자 소형화 기술

MIMO지원 다  빔 제어를 한 고정  Digital Attenuator 기술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LTE-A 지원 역 다 모드 RFIC 회로 설계기술

수정편을 사용하지 않는 CMOS 기반 Oscillator 기술

앰

4G 구 을 한 역 선형 력증폭기 제조 기술

간섭제거 궤한 루  회로 제조 기술

인 채  력률 2-tone 제거  력 효율향상기술

신호 송 분배기  결합기 개발

필터 다 빔 제어  MIMO지원을 한 계기용 HighQ 역통과 필터기술 

이동통신 계 시스템

3G  4G 지원 다 모드 구 을 한 역/다 역 안테나 개발

궤환간섭 제거 특성의 다 안테나 계 시스템 구축 기술

다 채  송·수신 특성을 갖는 계 시스템 구축

3G,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기술 

무선채 할당 계 시스템 구축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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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칩 소자

이동통신 송수신기의 칩소자 
소형화 기술

칩소형화기술
기존칩과의 
비교성능

130 나노이하  
CMOS 공정 

65 나노이하  
CMOS 공정 

기존칩 비 
20%이상 
소형화

MIMO지원 다  빔 제어를 
한 고정  Digital 
Attenuator 기술

다 빔제어기술
디지털감쇄기 

설계방향 

8x8 이상 
안테나 구성 

고성능 디지털 
감쇄기술 구

8x8 이상 
안테나 구성을 
갖는 고정  

디지털 
감쇄 기술

3G와 4G 동시 지원용 FEM 
 RF 회로 기술

용분야  
시장성 WCDMA   

LTE 지원 
FEM/RFIC 

WCDMA  
LTE 겸용 
FEM/RF 
회로기술

LTE-A 지원 역 다 모드 
RFIC 회로 설계기술

RFIC 집 회로 
설계기술

100 MHz 
역폭 지원 

RFIC 회로설계

수정편을 사용하지 않는 
CMOS 기반 Oscillator 기술

CMOS 기반 
진동소자 설계

CMOS 기반 
진동소자 설계 

CMOS 기반 
진동소자 
성능개선

수정편 비 
CMOS 기반 

진동소자 
정확도 

향상 설계

앰

4G 구 을 한 역 선형 
력증폭기 제조 기술

선형증폭기 
설계방식 

기존규격과 
차별성 DPD 알고리즘 

 간섭제거
알고리즘 설계

DPD + 도허티 
알고리즘 구

100MHz 
역폭  CA 

지원 
PA기술 

간섭제거 궤한 루  회로 
제조 기술

기존설계규격과차
별성 

회로내부간섭
원인 제시

간섭제거 
알고리즘 용 

PA기술

인 채  력률 2-tone 제거 
 력 효율향상기술

기존규격과 
차별성 력효율 

향상률 

기존 규격 
비 20% 

성능향상 력 
효율획득  
신호 분배기 

개발

기존규격 비 
20%이상 
력효율 항상

신호 송 분배기  결합기 
개발

손실 특성  
새로운 구조

손실 
신호분배  

결합기능

필터
다 빔제어 MIMO지원을
한 계기용HighQ 역통과필

터기술 

역간 격리도 
성능 확보방안  

설계 메커니즘

사용 역폭/선
형 역폭
(50MHz

/20MHz)

사용 역폭/선형
역폭

(100MHz
/40MHz)

사용 역폭/선
형 역폭
(200MHz
/40MHz)

기존규격 비 
10%이상 
역간 격리도 

향상

이동통신 
계 

시스템

3G  4G 지원 다 모드 
구 을 한 역/ 
다 역 안테나 개발

역 안테나 
설계기술새로운 

안테나구조

역 안테나 
설계기술 연구 

3G  4G LTE 
지원 다 역 
안테나 개발

3G  4G LTE 
지원 다 역 
안테나 설계

궤환간섭 제거 특성의 
다 안테나 계 시스템 구축 

기술

다 역 안테나 
설계  

간섭제거기술

궤환
간섭 제거 

알고리즘 설계

간섭제거 
알고리즘 용 
계시스템 개발

간섭제거 
알고리즘 용 

계시스템 
설계

다 채  송·수신 특성을 
갖는 계 시스템 구축

다 역 송수간 
격리도

확보기술

다 역 
송수신간 격리 

기술 확보

다채  수용 
계시스템 설계 

구축

다채  수용 
계시스템 
설계

3G, 4G 동시지원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기술 

역간 간섭제거 
기술

시스템 정량 인
성능제시

역간 
간섭제거 기술 

 채 확장 
기술 확보 

LTE 
지원 ICS 
계시스템 
개발

LTE 
지원 ICS 
계시스템 
설계

무선채 할당 계 
시스템 구축 

채 확장 
기술제시

채 할당에
따른 문제

해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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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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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PON(Next Generation Passive Optical Network) 관련 기술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역화, 융합화, 지능화 등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입자 당 기가비트  역폭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해 정부는 

“Giga 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을 국정과제의 세부실천과제로 선정하고, “방송통

신망 장기 발 계획”에 반 (2009년 1월)

 ○ 이를 한 재의  가입자 기술로 E-PON과 G-PON이 있으며, 차세  기술로 

더 넓은 역을 제공하기 해 ITU-T SG15의 사  표 화 기구인 FSAN(Full 

Service Access Network)에서 논의되는 NG-PON1과 NG-PON2  IEEE 802.3에

서 논의되는 10G EPON과 련된 기술로 정의

 ○ NG-PON1 기술로는 XG-PON1(비 칭형 10G GPON)이 있으며, NG-PON2 후보기

술로는 WDM-PON, OFDMA-PON, TWDMA-PON, 40G TDMA-PON 등이 거론되

고 있으나, WDM-PON이 NG-PON2 기술로 가장 합

     

[FSAN의 NG-PON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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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태블렛 PC 등의 증가로 이동  무선트래픽 요구가 증하면서 기가비

트 Wi-Fi 속수단으로 PON의 가치증가가 상되고 기가비트  무선백홀 요구가 

증 될 것으로 상

 ○ 인 라 컨버 스에서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 (Vertical) 컨버 스로 변화하는 추세

이며, 이로 인한 트래픽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 상되면서 2012년 이후 10G  

속도와 40Km 이상의 장거리 송, 무선 백홀 등을 수용하는 차세  PON으로의 

환이 시작될 것으로 상

나. 범

 ○ (제품 분류 ) NG-PON 기술은 당 기가비트 이상의 속속도를 항상 보장하

며, 유무선  방송통신 결합 서비스품질을 보장하기 해 사용하는 가입자망 

구성 제품 에서 AON을 제외한 PON 제품을 말하며, 10G E-PON, 10G G-PON 

등 TDMA-PON과 WDM-PON, 이들의 결합형인 Hybrid-PON을 포함.

 ○ (공 망 ) NG-PON은 요소부품에 해당하는 버스트모드 이  드라이버, 

신호증폭기와 이의 결합체인 트랜시버 모듈, WDM 필터, MAC/PHY 소자, 스

리터, WDM-PON용 colorless  모듈 등이 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OLT, 

ONU/ONT, RN 시스템을 구성함.

 ○ (기술 분류체계 ) 기가 액세스를 한 기술로 FTTH-PON, Active Ethernet, 

HFC를 들수 있으며, 10G E-PON, XG-PON  WDM-PON을 NG-PON 기술로 포함.

[NG-PON의 가입자망 분류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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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DMA-PON의 분야는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 상에서 10G G-PON과 

10G E-PON으로 구분되며, WDM-PON은 단일 기술로 분류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NG-PON 기술)]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모듈/장비

NG-

PON

PON IC
o XG-PON(10G) MAC

o 10G EPON MAC

o XG-PON MAC

 - 10G/2.5G  10G/10G OLT MAC

 - 10G/2.5G  10G/10G ONU MAC

o 10G EPON MAC

 - 10G/1G  10G/10G OLT MAC

 - 10G/1G  10G/10G ONU MAC

능동 

부품

/모듈

TDMA-PO

N

모듈

o 발 소자  련 부품 : Laser Diode, EML, 드라이버, 

버스트 IC

o 수 소자  련 부품 : PIN 검출기, 애벌란치 검출

기, TIA, 버스트 IC, CDR

o 증폭 : EDFA, SOA

o  트랜시버 : XG-PON용 OLT 트랜시버, 

XG-PON용 ONU 트랜시버, 10G EPON용 

OLT 트랜시버, 10G EPON용 ONU 트랜시버

o  트랜시버 서  어셈블리 모듈 : TOSA, 

ROSA, BOSA

WDM-PON 

모듈

o Seeding 방식 송신모듈

 - 반사형 반도체 증폭칩, 리-페롯 이  다이오드 

칩, TOSA

 - TEC, Thermister, FEC encoder, EDC

o 장가변방식 송신모듈

 - PLC-ECL, 장가변 원 칩

 - 장 고정기, EML/EA 변조기, LN 변조기

 - FEC encoder, EDC

o 수신모듈

 - PIN  검출기, APD  검출기, ROSA, TIA, CDR, FEC 

decoder, EDC

o Seed Light

 - 에르  첨가 섬유, 펌 이 , SLED

 - AWG

o RSOA 기반  트랜시버

o FP LD 기반  트랜시버

o  트랜시버 서  어셈블리 : TOSA, BOSA

o 장가변형  트랜시버

o  트랜시버 서  어셈블리 : TOSA

o  트랜시버 서  어셈블리 : ROSA

o EDFA 기반 seed light 모듈

o SLED 기반 seed light 모듈

업링크

모듈

LD, PIN-PD, APD, 

CWDM, EML

parallel VCSEL 등

 o 10G SFP+, XFP 트랜시버,

 o 40GE  트랜시버

 o 100GE  트랜시버 등

NG-

PON

수동 부품/모듈
o  분배기(1:32, 1:64, 1:128 등)

o 장 다 /역다 화 소자 : AWG, 박막필터
 o Remote Node

서  시스템

(Long Reach 노드)

FEC, SOA, EDFA, CDR, 에르  첨가 섬유 증폭기, OEO

변환기, 분산보상, 원격 증폭기, 라만 증폭기, 역 증폭 

기술, 버스트 증폭기술 

 o Reach Extender

시스템

OLT 

시스템

다계층 10G Switch 칩, 고속백 인 트랜시버/커넥터, 고

성능 네트워크 로세서, WDM splitter, L2/L3 스 치, 서

킷 에뮬 이션 서비스 기술, 패킷 동기화 기술 등

 o OLT

ONU/ONT

시스템

다계층 기가비트 스 치칩, 네트워크 로세서, TDM 에뮬

이터, 패킷동기모듈 등

 o ONU

 o ONT

  ⇒ NG-PON의 범 는 XG-PON1, XG-PON2를 모두 포함하는 가입자망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PON IC, OLT 모듈, ONU 모듈, 시스템  역을 포함하

고 기술 으로는 송속도  송거리에 따른 송효율 향상 기술, 증폭, 오류정

정  복구, PON 버스트모드 특성 등 IC  모듈 제조를 한 부품소재 등에 특

징이 있는 기술 뿐 아니라, 다계층 네트워크 로토콜  고속 스 칭, 다  10G

 고속 백 인 송, WDM 송 등과 련된 OLT  ONU/ONT 시스템 기

술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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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5)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연도별 출원동향]

 

 ○ NG PON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4663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

향에서, 일본 특허가 체의 38.9%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5)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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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11B-007
학  수단에 의한 정보의 기록 는 재생, ) 조사에 수반하는 열 빔을 이용한 기

록, 출력 빔을 이용한 재생; 이를 한 기록매체 
863

H04B-010

무선 이외의 입자(corpuscularradiation)를 방사하는 빔 는 자 를 사용하는 송 시

스템, ) , 외선( 학  결합, 혼합, 는 분리 G02B; 가이드 G02B6/00; 의 선택,변

복조 G02B,G02F; 제어를 한 기구 는 배치, ) 의 변조 G02F1/00; 의 복조, 변조

의 이, 의 주 수 변환을 한 기구  배치 G02F2/00; 학  다 화 시스템 

848

H04J-014 다  시스템   476

G01N-021
학  수단, 즉 외선, 가시 선, 는 자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386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 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 장치 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

의 상호연결 혹은 송 
380

H04L-027 변조 송시스템 227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일본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삼성 자가 미국과 유럽에서 삼극 특허 출원 최상  기업으로 분석 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AMSUNG  

ELECTRONIC
S CO., LTD.

3 66
SAMSUNG  

ELECTRONICS 
CO., LTD.

67 41
SANYO 

Electric Co.,  
Ltd

101 0

2
QUALCOMM  
INCORPORAT

ED
6 16

ELECTRONICS  
AND 

TELECOMMU
NICATIONS 
RESEARCH 
INSTITUTE

42 0
Sony 

Corporation
87 5

3 ALCATEL 15 7
Fujitsu  
Limited

19 19
Sharp 

Corporation
83 5

4
Huawei  

Technologies 
Co., Ltd.

19 3
InterDigital  
Technology 
Corporation

18 10
Panasonic 

Corporation
70 7

5 Alcatel Lucent 18 3
Broadcom  

Corporation
22 0

Olympus 
Corporation

69 6

(2) 국내동향

 ○ NG PON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117건 피크치에서 2007년 

108건을 기 으로 감소 환하여 2010년 14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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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10
무선이외의입자(corpuscularradiation)를방사하는빔 는 자 를사용하는 송시스템,

, , 외선( 학 결합,혼합, 는분리 
388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신호의상

호연결혹은 송   
205

H04N-007 텔 비 시스템(세부 H04N 3/00, H04N 5/00, 컬러 텔 비젼에 특별히 합한 것 61

H04L-001 수신정보 의에러를검출 는방지하기 한배치(동기의보정7/00; 송로에있어서의배치 60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28

H04N-005 텔 비젼시스템의세부(주사의세부 는그들과공 압발생과의결합  27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170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은 이티와 인터디지탈 테크날러지가 높은 특허 건

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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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170 (주) 이티 82 삼성 자(주) 147

2 한국과학기술원 20
인터디지탈 테크날러지 

코포 이션
30 엘지 자(주) 24

3 주과학기술원 8 엘지노텔(주) 14 에스 이텔 콤(주) 9

4
한국정보통신 학교 

산학 력단
5 (주)엑스루션이엔지 5 노키아 코포 이션 7

5
코닌클리  필립스

일 트로닉스 엔. 이.
11 에스인포텍(주) 4 삼성 기(주) 6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NG PON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송

수신 모듈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23인 것으로 악되었고 세계 기

 기술경쟁력은 OLT/ONU 시스템이 560.4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OLT/ONU 시스템이 0.37로 

나타나 송수신 모듈보다 기술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OLT/ONU시스템 1.02 560.40 1.08 0.91 0.22 0.37 

송수신 모듈 0.98 490.60 0.91 1.11 0.23 0.36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NG PON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송수신 모듈(1.20), OLT/ONU 시

스템(0.82)인 것으로 악되었으며, 패 리 특허 등록 건수는 송수신 모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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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2가지 구성요소  송수신 모듈의 기술독 지수가 400.78로 

송수신 모듈 보다 출원 기업에 의한 특허수가 집 된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OLT/ONU시스템 4,916 0.82 322.77 

송수신 모듈 6,598 1.20 400.7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OLT/ONU시스템 0.22 0.37 0.82 322.77 

송수신 모듈 0.23 0.36 1.20 400.78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차세  융합 네트워크 NG-PON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OLT/ONU 시스템이 3.16으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5 , 기술활동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1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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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두 구성요소가 3.4 으로 보통 이상의 기술 

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OLT/ONU 시스템이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두 구

성요소 모두 2 미만으로 높은 기술독 도를 보 음. 체 기술진입도 지수는 

OLT/ONU 시스템이 3 으로 소기업의 진입이 비교  용이할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OLT/ONU시스템 5 1 3.4 4 2 3 3.16

송수신 모듈 5 1 3.4 1 1 1 1.9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 니즈 1 : E-PON, G-PON, 100M  WDM-PON 시스템 

 ○ E-PON 시스템은 OLT와 ONT 기 으로 회선당 장비가격이 8~10만원이며, ONU

가 ONT를 신하여 구성될 경우 회선당 가격은 2만원이 감됨. G-PON의 경우, 

송속도에 의한 이용효율이 높지만 성능  회선 당 가격은 OLT와 ONU로 구성

할 경우 동소이함.

 ○ WDM-PON의 시장은 일차 으로는 Legacy TDMA-PON과의 연동이 가능한 하이

리드 PON의 소요가 발생하고, 이차 으로 가입자 당 용 장이 제공되는 순

수 WDM-PON으로 시장 개가 이루어질 망

 ○ 2010년 5월 기 으로 국내 FTTH 보  황을 보면, KT는 E-PON 약 200만 회선, 

SK 로드밴드는 G-PON 약 80만 회선 정도의 가입자 황을 보이고 있으며, 

100M  WDM-PON은 KT가 15만 회선의 가입자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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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Ultra Broadband) 요구  

 → 시장 니즈 2 : 10G E-PON, XG-PON. WDM-PON 시스템

 ○ 이명박 정부는 ‘기가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을 100  국정과제의 세부실천 과제로 

선정하고 ‘방송통신망 장기 발 계획’(2009년 1월)에 반 하 으며, 미래인터넷 종

합계획(2011년 6월)을 통해 2016년 가입자당 10Gbps  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정

 ○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요구를 반 한 Giga 인터넷 도입을 체계 이고 성공 으

로 추진하기 해 세부 실천계획 수립

   - BcN보다 최  10배 빠른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최고 

IT인 라 강국으로서의 상을 제고

   - 인 라 활용도 제고, 서비스 심의 질  성장, 네트워크 부가가치 극 화

 ○ 진흥기본계획(2009.05.)에 따라 역 방송서비스와 4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한 기술로의 필요성 증가

   - 4k/8k  UHDTV, 3D TV 등 차세  방송서비스 인 라를 제공하기 해서는 각 

가정마다 기가  이상의 역폭 제공이 필수 임.

 ○ 녹색 성장을 한 그린 네트워크 기술로 개발 필요

   - IT를 통한 탄소 업무 환경 환, 스마트 녹색 교통.물류 체계 환 등 IT 융합

에 의한 녹색화를 선도하기 한 선행 조건으로 빠르고 안 한 네트워크 인 라 

구축이 요구

□ 역화(Long Reach) 요구  

 → 시장 니즈 3 : 역화, 메트로-액세스 통합 장비

 ○ KT는 역 액세스 기반 네트워크 최 화 작업을 통해 비용 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2008년에 국사 당 커버리지는 4km이며, 국 으로 400여개의 국사를 운 해야 

하나, 단계 으로 국사 역화 작업을 진행하여 2015년에는 국사 당 커버리지를 

50km로 확장하고, 운용되는 국사는 50개로 축소할 정

   - 능동형 장비는 국사 내에 집 하고, 국사 밖에는 수동형 장비를 구축하여 네트워

크 구조를 단순화  최 화시킬 정 

 ○ IEEE 802.3av에서 Extended EPON PMD 표  제정을 한 CFI(Call for Interest)

가 제출되었으며, 10G EPON의 커버리지가 재의 20km에서 50km 이상으로 확

장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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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융합 서비스

 → 시장 니즈 4 : 차세  모바일 백홀 장비

 ○ 가입자의 한 증가, 이동망에서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격한 증가, 더 싼 가

격으로 더 많은 역폭을 제공하는 패킷 스 치 등장, 소비자와 사업자 성향의 사

회  변화 등으로 인해 재의 백홀 망 기술의 진화가 필요

 ○ 4G LTE 백홀 망은

   - High data rate: 4G LTE를 해 데이터 송 속도로 최소 하향 100Mbps 상향 

50Mbps와 하향 최  1Gbps

   - Flat Architecture: 멀티 포인트 커넥션에 의한 e-NB와 S-GW간 연결

   - Low Latency: LTE 망의 이상 인 Latency는 5msec 이하

   - Connectivity: PtP, PtMP, MPtMP 연결성을 요구하는 바 PON이 가격 비 성능

으로 볼 때에 가장 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Cloud RAN(Radio Access Network)용 인터페이스 기술로 WDM-PON에 한 수

요 증 망

   - 차세  이동통신망에서는 셀 안테나에는 무선 처리부(Radio Unit)를, 국사에는 디

지털 처리부(Digital Unit)를 놓게 되는 분리형 기지국으로 바 고 있으며, RU와 

DU 간에는 으로 연결하게 됨  

   - 하나의 셀 당 2.5Gbps 채  3~6개가 소요되기 때문에 장단  확장  환형망을 

지원하는 WDM-PON이 최 의 솔루션을 제공

요인 Needs

- 가격 경쟁력 요구

- 이동/무선 트래픽,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의한 

역 요구

- 시설  유지비용 감을 한 역화 요구

- -무선 융합 서비스 요구

⇒

- E-PON, G-PON  100M  WDM-PON 시스템

- 10G E-PON, XG-PON, 고속 WDM-PON 시스템

- 메트로-액세스 구간 통합형 장비

- 분리형 기지국용 차세  모바일 백홀 장비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최근 고속 가입자 망에 한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FTTH(Fiber To Th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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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B(Fiber To The Buliding) 솔루션으로 PON(Passive Optical Network)이 속

히 확산되도 있는 추세임. 

 ○ 역 통신 서비스 시장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FTTH의 

시장 규모는 2,000만달러로 상되고 FTTH, FTTB 시장 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28.5%가 기 됨. 

※ 자료 : Frost & Sullivan, 2008, Broadband Services Market: FTTH,FTTB (Asia Pacific)

[Broadband Services Market : FTTH, FTTB 시장 만(아시아/태평양지역)]

 ○ 재 PON 기술은 송 로토콜 유형에 따라서 ITU-T의 G-PON과 IEEE802.3의 

E-PON 으로 구분되며, G-PON의 표 인 FSAN에서 NG-PON2에 한 표 을 시

작하여 다양한 요구사항과 이를 지원하기 한 기술에 한 논의가 시작됨. 

 ○ NG-PON1의 XG-PON은 기존 G-PON 기술보다 더 많은 역폭을 제공하여 하향 

10Gb/s, 상향 2.5Gb/s 속도를 가지며, 기존 G-PON에서 사용했던 망을 가  그

로 사용하는 것을 재로 개발됨.

 ○ 최근 시작된 NG-PON2에서는 40Gb/s 이상의 역폭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WDM-PON, OFDM-PON 등의 기술이 제안되고 있음. (자료 :TTA)

 

 ○ 성통신 분야에서 백홀은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배될 수 있는 지 까지 

달하는 의미로, NG-PON의 표 인 분야이며, 2009년 15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5% 성장하여 2014년 34억달러 규모로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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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MarketsandMarkets, 2010.01, Global Wireless and Mobile Backhaul Equipment Market

[Global Wireless and Mobile Backhaul Equipment Market 시장 망]

 ○ 무선  모바일 Backhaul 분야는 세부 으로 Microwave, TDM& ATM, Pseudo- 

wire, All-IP RAN, Satellite, Free space optics 등의 시장으로 보고서는 분류하고 

있음.

 

 ○ 무선  모바일 Backhaul 분야는 2014년 Microwave, Pseudowire, All-IP RAN 등

의 순서로 시장규모가 높을 것으로 망됨.  

   - All-IP RAN 시장은 연평균 33.7%로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 됨

[Global Wireless and Mobile Backhaul Equipment Market 시장 망]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성장률(%)

Microwave 6,490 7,565 8,776 10,180 11,809 13,970 16.6

TDM& ATM 2,410 2,255 2,110 1,975 1,849 1,730 -6.4

Pseudowire 3,240 3,927 4,759 5,768 6,991 8,480 21.2

All-IP RAN 1,730 2,312 3,091 4,133 5,525 7,380 33.7

Satellite 730 828 939 1,065 1,207 1,370 13.4

Free space optics 510 581 662 755 861 980 14

 ※ 자료: MarketsandMarkets, 2010.01, Global Wireless and Mobile Backhaul Equipment Market

 ○ 그 외 련 세부 부품에 한 시장  학용 트랜스시버  증폭기 련 보고서

를 살펴보면, 2014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 되는 부품은 학용 트랜

스시버로서 5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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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mil$)

      

※ 자료 : Wintergreen Research, 2009.09, 2010.01, Optical Component Worldwide Strategies, Market Shares

[ 학용 트랜스시버 / 증폭기 구성품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NG-PON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OLT/ONU 시스템
계장치 8517.62-3310

단국장치 8517.62-3320

송수신 모듈 섬유 송시스템의 부분품 8517.70-3032

[NG-PON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수출입 황을 보면, 송수신 모듈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92.7Mil$), 수입

(51.1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송수신 모듈의 수출규모는 2007년 이후로 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년 비 2010년 수출규모는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송수신 모듈의 수출 황(60.74(2008년) → 92.69(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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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OLT/ONU 
시스템

계장치 - 0.80 1.37 0.60 3.78 - 10.27 1.13 5.85 0.54

단국장치 - 0.79 0.88 0.67 0.19 - 45.65 29.67 4.07 3.09

송수신 모듈
섬유 

송시스템의 
부분품

- 32.58 60.74 73.35 92.69 - 31.54 27.06 28.42 51.11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단국 장치가 2007년 이후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계 장치, 섬유 송시스템의 부분품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단국 장치  

   - 수출 특화 분야 : 계 장치, 섬유 송시스템의 부분품 등 

 ○ 계장치의 경우 2008년 비 2010년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특화가 

강화된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OLT/ONU 

시스템

계장치 - -0.86 0.10 -0.81 0.75 수출 특화 강화

단국장치 - -0.97 -0.94 -0.72 -0.88 수입 특화

송수신 모듈
섬유 송시스의

부분품
- 0.02 0.38 0.44 0.29 수출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NG-PON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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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dispersion, variable, Function, quality, capable, controller, block, allocationsensor, RFID, telephone, 
SONET, card, reset, embedded, retransmission, connector, FDM, UWB, topology, modified

CR_2 information, transmitted, Control, powerimage, transferred, buffer, interfaceshub, slave, GPON, 
software, CO, lane, pause

CR_3 components, reducing, particular, performance, valuesphase, offset, value, transceiver

CR_4 remote, upstream, unitsmulticast, addresses, master, monitored, image, logical, tunable, field, 
voice, cell, forwarding

CR_5 optical, Network, wavelength, data, signal, first, frame, beamlight, wavelengths, node, fiber, 
remote, EthernetEthernet, line, OLT

CR_6 signals, plurality, onefirst, Unit, information, device

CR_7 OLT, PON, ONUMAC, EPON, terminationtraffic, ONUs, MAC, layer

CR_8 station, base, mobiletone, waveform, transmissions, configurationTransfer, possible, improved

CR_9 channels, multiplexed, differentmode, TDM, subscriber, portbaseband, demodulation, zero, carriers

CR_10 portion, fixed, Transfer, spread, MIMOdata, transmission, time, signals

[NG-PON 분야 포지션맵]

 ○ NG-PON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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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1 sub, sequence, pilot, station, host, Fouriersymbol, symbols, wirelesspilot, estimation, carrier, timing

CR_12 Fourier, Transform, Fastsequence, subcarriers, Radio, scheme

CR_13 module, interface, mode, traffic, dispersion, source, broadcastbeam, array, electrical, broadcasting, 
ranging, temperature, waveguide, address, cross, multicast, film, recording

CR_14
device, output, number, symbol, lightCode, processing, rate, set, coupledsection, current, 
monitoring, third, part, memory, tone, stream, packetsconfigured, comprising, associatedset, Band, 
predetermined

CR_15 block, steps, user, among, lengthbroadcast, video, bands, modulator, RF, section, preamble

CR_16
element, state, threshold, embodiments, reduced, common, specificDoppler, transforming, corrected, 
insertion, electromagnetic, mixed, interpolation, board, searching, optimum

CR_17 Multiple, Systems, basedadapter, modules, determination, functionalityframe, bandwidth, Code, 
sub, phase, module, clock

CR_18 power, Disclosed, Multiplemulti, digital, twotransceiver, circuit, filterfilter, generated, response, 
switching

CR_19 signal, frequency, system

CR_20 IP, internet, computer, standard, transport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OLT/ONU 시스템

ATM-PON에서의 효율 인 DBA 알고리즘 개발 기술

워검출 기반의 분산형 TDM-PON MAC 로토콜 개발 기술

ONU의 3타입(1G/1G, 10G/1G, 10G/10G)을 기반으로 하는 OLT기술

ATM-PON의 OLT를 한 측기 제조 기술

 펄스 시간 스 더   코드 분할 다 화 달 기술

주 수 분할 다 화 시스템용 오 셋 추정  편차 보상 기술

송수신 모듈

1G/10G 이 수용  트랜시버 제조 기술

통신 데이터의 송 최 화 기술

트랜시버   네트워크에서 원 제어 정보 달 기술

장분할다 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신호 측정 기술

 섬유 달 방식의 장분할다 화 신호 달 기술

EPON MAC/GPON MAC(Medium Access Control) 칩 제조 기술

버스트 모드 신호 송수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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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OLT
/ONU 
시스템

ATM-PON에서의 효율 인 DBA 알고리즘 개발 기술 14% - - 14% 

워검출 기반의 분산형 TDM-PON MAC 로토콜 개발 기술 14% - - 14% 

ONU의 3타입(1G/1G, 10G/1G, 10G/10G)을 기반으로 하는 OLT기술 29% - - 29% 

ATM-PON의 OLT를 한 측기 제조 기술 14% - - 14% 

 펄스 시간 스 더   코드 분할 다 화 달 기술 - - - - 

주 수 분할 다 화 시스템용 오 셋 추정  편차 보상 기술 - - - - 

송수
신 모듈

1G/10G 이 수용  트랜시버 제조 기술 -  - - - 

통신 데이터의 송 최 화 기술 57% 14% - 71% 

트랜시버   네트워크에서 원 제어 정보 달 기술 14% - - 14% 

장분할다 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신호 측정 기술 29% - - 29% 

 섬유 달 방식의 장분할다 화 신호 달 기술 - - - - 

EPON MAC/GPON MAC(Medium Access Control) 칩 제조 기술 14% - - 14% 

버스트 모드 신호 송수신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NG-PON 분야에서 ‘ 통신 데이터의 송 최 화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57%가 보유하고 있으며, 71%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ONU의 3타입(1G/1G, 10G/1G, 10G/10G)을 기반으로 하는 OLT기술’은 

보유기술(29%), 소기업형 기술(29%)라고 응답하 으며, ‘ 장분할다 화  네트

워크에서 데이터 신호 측정 기술’은 보유 기술(29%), 소기업형 기술(29%), 로 답

변함

 ○ 특히, ‘ 통신 데이터의 송 최 화 기술’은 보유기술(57%), 소기업형 기술

(71%), 성숙기술(14%) 등의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유추해보면, 동 기술은 선 기업

이 존재하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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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NG-PON 분야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ICS 계장치, 커넥터, 계측기, E-PON시스템, 모듈, 트랜시버, 이블  G-PON시스템, 

융합미디어, 3D/4D미디어   

해외 기업
워웨이 (미국), EMI(이스라엘) TI, Optichron, Xlinc, 앤드류(미국), 워웨이 (미국), 

화웨이( 국), Air Walk(미국)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LG 자

소기업
에어포인트, 엔티코아, 필링크, 테라디안, 탑엔지니어링, 에치에 알, 인 라웨이, 리웰, 한솔 

인티뷰 , 모피언스, 성산 자, 루미콤, 쏠리테크, 기산       

 ○ NG-PON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모듈

부품 형태의 소 트웨어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5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과 2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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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OLT/ONU 시스템

ATM-PON에서의 효율 인 DBA 알고리즘 개발 기술 특

워검출 기반의 분산형 TDM-PON MAC 로토콜 개발 기술 특

ONU의 3타입(1G/1G, 10G/1G, 10G/10G)을 기반으로 하는 OLT기술 특

ATM-PON의 OLT를 한 측기 제조 기술 특

 펄스 시간 스 더   코드 분할 다 화 달 기술 특

주 수 분할 다 화 시스템용 오 셋 추정  편차 보상 기술 특

송수신 모듈

1G/10G 이 수용  트랜시버 제조 기술 특

통신 데이터의 송 최 화 기술 특

트랜시버   네트워크에서 원 제어 정보 달 기술 특

장분할다 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신호 측정 기술 특

 섬유 달 방식의 장분할다 화 신호 달 기술 특

EPON MAC/GPON MAC(Medium Access Control) 칩 제조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선택된 항목이 공송수신 모듈 기술에 치우쳐 있음, 송수신 모듈과 시스템이 같

이 결합되어야만 하므로 균형을 맞추어 선정이 되었으면 함.

 ○ 기술항목이 세부 핵심 요소 기술로 나 어져 있어서 NG-PON 시스템 기술이 부

각되지 못하고 있으나 소기업성이나 시장성에 있어서 시스템 기술이 제품의 완

성도 측면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OLT/ONU 시스템에 "NG-PON OLT/ONU 시스템 최 화 제어 기술"이

라는 이름 는 유산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함.

 ○ ATM-PON은 이미 지난 기술이기 때문에, EPON(GPON 포함) MAC 칩 는 이 

보다 차세  기술인 10G EPON(XG-PON) MAC 칩 개발과  트랜시버 개발에 

집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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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OLT/ONU 시스템
워검출 기반의 분산형 TDM-PON MAC 로토콜 개발 기술

ONU의 3타입(1G/1G, 10G/1G, 10G/10G)을 기반으로 하는 OLT기술

송수신 모듈

1G/10G 이 수용  트랜시버 제조 기술

트랜시버   네트워크에서 원 제어 정보 달 기술

 섬유 달 방식의 장분할다 화 신호 달 기술

EPON MAC/GPON MAC(Medium Access Control) 칩 제조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OLT
/ONU 
시스템

워검출 기반의 
분산형 TDM-PON 

MAC 로토콜 개발 
기술

트래픽 사용 여부에 따라 
PON ONT의 워를 on/off, 

는 dozing 모드로 환할 
수 있는 기능

Power Mode 
제어 로토콜 

기술 확보

에 지 감 
제어기술  
력소비 90% 

감

ONT 력소모 
재의 1/10 

달성

ONU의 3타입(1G/1G, 
10G/1G, 10G/10G)을 

기반으로 하는 
OLT기술

FTTH-PON의 OLT로 EPON, 
GPON, 10G EPON, 10G 
GPON., WDM-PON 등 

다양한 방식에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랫폼

NG-PON용 OMCI 기능 개발, 
480G  L2/L3 스 치 기술 개발 

960G  L2/L3 
스 치 

핵심기술 확보

L2/L3 스 칭 
용량 960Gbps 

이상

송수신 
모듈

1G/10G 이 수용  
트랜시버 제조 기술

10G EPON의 상향 신호에 
하여 동일 장 역으로 

입력되는 1G와 10G 신호를 
기  방법으로 분리하는 

기능
1G/10G 

이 모드 비트 
별기술 확보

10G 버스트모드 송신  수신 
기술 확보

1G  10G 신호 
분리 수신

트랜시버   
네트워크에서 원 

제어 정보 
달 기술

60km 이상 송 가능한 
Reach Extender, 

증폭 기술

하향 10G/상향 
10G 신호, 

커버리지 60km 
이상

섬유 달 방식의 
장분할다 화 신호 

달 기술

WDM-PON에 용 가능한 
장 다 /역다 화  

장가변 필터

64 장, high delta 기반 
장다 /역다 화 기술 

확보(C/L-밴드)

C/L밴드 
BOSA 

트랜시버용 
필터 기술 

확보

64 장  
다 /역다 화
가, 가변범  

30nm, FWHM 
0.3nm 이하인 

가변 필터
장가변 필터 기술 

확보(가변범 : > 30nm, 
FWHM: <0.3nm) 

EPON MAC/GPON 
MAC(Medium Access 

Control) 
칩 제조 기술

OLT에 탑재되는 TDM-PON의 
MAC이며, 10G EPON 는 
10G GPON에 해당. 양 기술 
모두 Legacy EPON과 GPON 

수용 가능해야 함

하향 10G, 상향 
1G MAC 칩 
FPGA 구

하향 10G, 상향 
1G MAC 칩 

제작

하향 10G, 
상향 10G 
MAC 칩 

FPGA 구

하향 10G, 상향 
10G



IT융합

- 119 -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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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융합 스마트TV 서비스 플랫폼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스마트 TV 서비스는 디지털 디스 이에 CPU, 운 체제(OS) 등의 랫폼을 탑

재하여 인터넷과 방송, 융합,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를 

의미하며, 서비스 랫폼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처리를 자율 으로 

하는 랫폼으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들을 추가로 제공해 주는 TV 서비스 지원 

환경임.

 ○ 스마트 TV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표 인 것이 기존의 인터넷 TV로, 

이는 TV 디스 이에서 인터넷 속이나 간단한 애 리 이션을 제공하는 서비

스로 재 IT 문 제조 기업이나 정보가  제조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형임.

 ○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 TV 서비스는 단순한 인터넷 제공을 넘어, 인터넷과 

방송의 결합된 형태 이상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상 를 비롯하여 이블, 인터넷 방송을 수용하면서 인터넷 속과 다양한 애

리 이션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편의 혹은 개별화된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해 다양한 상서비스, 홈 네트워킹 서비스, 안

ㆍ안심 서비스, u-헬스 서비스와 같은 가정 내에서 정보와 교육, 오락, 리의 

허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TV 서비스의 차원을 사용자의 요구와 경험 등을 수집하여 지능 으로 분

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방송 미디어와 사용자가 방송 시청 에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스마트 TV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는 웹기반의 웹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다  미디

어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기 한 수집된 다  미디어를 스마트

TV와 연동되는 자액자 등의 다  스크린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N-Screen 연동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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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스마트 TV 내에는 사용자의 시청 특성을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형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한 웹 기반 미디어 검색 기능과 추천 기능이 제공되는 웹 서버와

의 실시간 연동기술이 요구됨.

 ○ 가정 내에서 센서 등을 갖고 있는 다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스마트 홈 네트워크 

기술과 스마트 TV와의 연동기술이 요구됨.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TV는 가정 내의 

홈 서버의 역할을 담당하며, 스마트 TV를 심으로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

이 요구됨.

 ○ 4D의 실감 상 서비스의 제공은 오감의 다  미디어 정보를 융합하여 스마트 TV

를 심으로 다  제어용 홈 디바이스들과 연계되어 재 되어야 하며, 이를 한 

다  디바이스의 제어를 포함한 미디어 달과 재생의 실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다  디바이스의 동기화 기술이 요구됨.

나. 범

 ○ (제품 분류 )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은 재생용 단말기 자체 생산 사업자뿐

만 아니라, IT 문 하드웨어 업체 는 정보가  업체에 의해 략 으로 추진되

고 있고, 기존의 TV와 연동되는 지능형 Set-top Box를 통한 스마트 TV 구  제품

으로도 포함됨.

 ○ (공 망 ) 스마트 TV 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로 구분되

며, 미디어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에 멀티미디어 기술과 3D/4D 기술이 

목된 미디어 활용 서비스 분야이고,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 속을 통하여 제공되

는 서비스 분야임. 를 들어, 기존 인터넷 TV의 VoD 기능, 웹 연동을 통한 웹 검

색의 지원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 인터넷을 통한 업 서비스 등을 포함함.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22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의 IT융합 분류 의 범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융합형 스마트 TV)]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부품/제품 세부 내역

스마트 TV

서비스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 단말기, 리모콘

내장형 랫폼 STB, 스마트 UI/UX

미디어 서비스

방송 콘텐츠 지상 , 성방송, IPTV, Cable TV

멀티미디어 PVR 기능, 데이터 방송, 자막 방송, 융합 미디어

3DTV/4DTV 실감 미디어, 입체 상 미디어, N-Screen

인터넷 서비스

VoD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웹 라우 웹 검색, 앱 스토어 연동, 스마트(맞춤형) 서비스 

업 업 서비스, SNS 서비스 연동, 모바일 클라우드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의 범 는 미디어 서비스는 방송콘텐츠 서

비스, 다  미디어의 융합 서비스, 3D/4D TV 등의 순수 방송 미디어의 서비스 

역을 포함하며, 인터넷 서비스는 양방향 VoD(Video on Demend) 서비스, 웹 라

우 를 통한 검색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다  업 서비스 등의 기

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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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6)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분야의 상특허 4,147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일본 특허가 체의 35.5%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추세임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6)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

개특허  등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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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H04N-007 텔 비  시스템 1935

H04N-005 텔 비  시스템의 세부(주사의 세부 는 그들과 공  압 발생과의 결합 774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 장치 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
호의 상호 연결 혹은 송 

194

H04B-001
그룹 H04B 3/00에서 H04B13/00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동조공진회로(tuning resonant circuit

116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
태의 것

107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G06T)

80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일본 자국 기업이 모두 상  출원 기업으로 분석 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6 25

AT&T  
INTELLECTU

AL-PROPERTY 

I, L.P.

75 0
Sony 

Corporation
86 16

2
Broadcom  

Corporation
19 0

General  
Instrument 
Corporation

37 1
Sharp 

Corporation
91 11

3
NOKIA  

CORPORATIO
N

10 2
AT&T  

Knowledge 
Ventures, LP

26 0
FUNAI 

ELECTRIC 
CO., LTD.

92 4

4
Samsung  

Electronics Co., 
Ltd.

6 4
MICROSOFT  
CORPORATI

ON
17 6

Panasonic 
Corporation

78 8

5
Thomson  

Licensing S.A.
0 10

Broadcom  
Corporation

23 0
Toshiba 

Corporation
74 10

(2) 국내동향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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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05년 144건 피크치에서 2009년 109건을 기 으로 감소추세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N-007
텔 비  시스템(세부 H04N3/00, H04N5/00, 컬러텔 비젼에 특별히 합한 것 H04N11/ 
00; 입체 텔 비  시스템 H04N13/00; 선택  콘텐츠 분배 

434

H04N-005 텔 비  시스템의 세부(주사의 세부 는 그들과 공  압 발생과의 결합 261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 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
의 상호 연결 혹은 송 

102

H04B-001
그룹 H04B3/00에서 H04B13/00의 단일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시스템의 세부; 송
매체에 의하여 특징 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80

H04Q-009
원격제어 는 원격 측정시스템에서  주국에서 제어 신호를 용하거나 측정값을 획득하
는것으로 선택되는 소망 장치인 종국을 선택 으로 호출하기 한 배치

42

H04Q-007 텔 비  시스템의 세부(주사의 세부 는 그들과 공  압 발생과의 결합  3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엘지 자가 161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건수를 나타냈으

며, 소기업은 이티와 알티캐스트의 특허건수가 높게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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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40 (주) 이티 18 엘지 자(주) 161

2 자부품연구원 5 (주)알티캐스트 6 삼성 자(주) 66

3 앙 학교 산학 력단 3 (주)에어코드 4 (주) 우일 트로닉스 52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주)엘지이아이 4
코닌클리  필립스

일 트로닉스 엔. 이.
41

5 연세 학교 산학 력단 2 (주)코리아퍼스텍 3 삼성 기(주) 19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분야의 구성요소  세계 기  기술경

쟁력이 높은 구성요소는 SET TOP BOX로 기술경쟁력이 151.39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스마트 TV 용 리모콘(1.52), 

SET TOP BOX(0.77) 순서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TV용 리모콘이 기술  비교 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Set-top Box 1.04 151.39 0.91 - - 0.77 

스마트 TV용 리모콘 0.94 81.61 1.15 - - 1.52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SET TOP BOX(1.04), 스마트용 TV용 리모콘(0.94)인 것으로 악되었으며, SET 

TOP BOX의 패 리 특허등록수가 2,475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노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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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독 지수는 2가지 구성요소  스마트용 TV용 리모콘의 기술독 지수가 

264.24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구성요소 모두 유사한 기술 독 수 으

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Set-top  Box 2,475 1.04 252.39

스마트 TV용 리모콘 1,329 0.94 264.2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et-top  Box -　 0.77 1.04 252.39

스마트 TV용 리모콘 - 1.52 0.94 264.24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분야의 구

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스마트용 TV 리모콘이 2.84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두 구성요소 모두 1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스마트

용 TV 리모콘이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3   

미만으로 낮은 기술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스마트용 TV 리모콘이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구성

요소 모두 2 으로 높은 기술독 도를 보임. 체 기술진입도지수는 두 구성요소 

모두 3 미만으로 보통 수 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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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Set-top  
Box 1 1 1 2 2 2 1.6

스마트 
TV용 
리모콘

1 5 2.6 4 2 3 2.8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의 시장 확

 → 시장 니즈 1 :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TV 서비스

 ○ 스마트 디바이스의 조건인 하고, 알아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

형 Service에 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

넷상의 정보, 뉴스  동 상 등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하는 략이 

제시되고 있음.

 ○ 사용자 취향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스마트 TV내에 사용자 방

송 시청 등의 취향 정보를 포함한 상황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최 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지 기반의 개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략이 부

각되고 있음.

□ TV 제조사의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   

 → 시장 니즈 2 : 스마트 단말기  랫폼

 ○ TV 내 인터넷 직  속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를 3D TV와 연계해 거 출시 정 

 ○ TV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 스마트 TV를 비롯한 가  라인업에 TV 랫

폼에 운 체제  라우 를 용할 계획

 
 ○ 인터넷 사업자들의 극 인 제휴 움직임도 스마트 TV 콘텐츠 확보에 정 으로 

나타나고 있음. 야후 젯, 유투  등이 내장된 형태의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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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자체 TV 앱스토어를 통한 다양한 VOD  App 서비스 제공으로 확 됨.

 ○ 스마트 TV의 확 에 따른 셋탑박스(STB)업체는 기능 고도화를 통하여 사용자 

심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략을 제시하고 있음. STB 내에 웹 서버와

의 연동을 포함한 검색기능을 포함하여 미디어 취합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국내의 단말기 제조업체 등도 Apple TV 

 Google TV 등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미

디어 서비스 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스마트 TV와 연계되는 N-Screen 기반의 다  디바이스 연동 략을 추구하

는 단말 제조업체의 움직임이 활발함. 이는 자액자를 포함한 DID 장치 등을 스

마트 TV와 연동하여 양방향  실시간으로 방송 미디어와 연계되는 다  미디어

를 제공하는 서비스 략을 추진하고 있음.

□ 운 체제 사업자 의 스마트 TV 서비스 렛폼

 → 시장 니즈 3 : 스마트 TV 서비스 지원 략 가속화

 ○ 웹과 모바일에서 독보 인 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Apple과 Google도 일명 

iTV와 Google TV를 비하면서 TV 사업으로의 진입을 비 이며 자사 TV를 

출시할 경우 모바일과 웹에서의 지배력을 가 역까지 확장하게 되어 주요 견제 

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 Apple은 기존의 iTune을 기반으로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를 추진하거나 주변 하

드웨어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략으로 TV 제조  콘텐츠 사업을 한 지속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Google도 Sony와 Logitech, Intel 등과 함께 안드로이드 기

반의 자체 TV 개발하고 있음.

 ○ 최근에 국내도 국산 운 체제의 개발과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의 필요성이 매

우 강조되고 있음. 단말기 제조사를 심으로 자체 운 체제를 개발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한 부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한 개발 환경 등의 연구를 가속화 

하고 있음.

□ 콘텐츠 사업자의 스마트 TV 서비스 렛폼 진출 동향 

 → 시장 니즈 4 : 콘텐츠 제공  유통에 따른 시장 진출

 ○ 기존 STB를 통해 세력을 구축하던 콘텐츠 사업자들도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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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동 상 콘텐츠를 달하는 서비스 략으로 웹 모듈화를 통해 TV 제조

사와 극  제휴를 시도 에 있음.

 ○ TV 스크린을 통한 OTT(Over Top TV) 서비스의 확장을 통하여 콘텐츠 사업자들

의 스마트 TV로의 진출이 소비자 측면에서 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됨.

 ○ 방송사를 포함한 콘텐츠 사업자들도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를 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스마트 사이니지로 확 되는 추세에

서 옥내외에 설치되는 사이니지에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고 등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3D/4D 등의 사용자에게 입체감이 있는 고화질의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기 한 

상 미디어 콘텐츠 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3D TV의 매

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

요인 Needs

- 스마트 단말기의 탄생
- 스마트 TV의 출시
- 랫폼 사업자의 진출
- 콘텐츠 사업자의 진출 

⇒

- 맞춤형 서비스의 요구
- 스마트 TV의 서비스 랫폼 제작 략의 확
- 랫폼 사업자들이 Smart TV 서비스를 한 서비스 활성화 략 
- 콘텐츠 제공  유통 업자들의 Smart TV 서비스 사업 진출을 한 새로

운 략 제시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Set-top Box

      (단 :mil$)

※ 자료  IDC, 2008.03, worldwide digital pay tv STB market forecast

[셋탑박스 시장 망]



IT융합

- 131 -

 ○ 셋탑박스 시장은 디지털 이블 TV, 디지털 성방송, IPTV 시장으로 분류되며 

2011년 기  디지털 이블 셋탑박스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고

속 인터넷 시장과 결합된 IPTV 시장의 등장으로 2014년은 IPTV 셋탑박스 시장 규

모가 가장 높을 것으로 단됨. 

   - IPTV 셋탑박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5.7%가 될 것으로 상되며, 기존 인터

넷 TV의 VOD 기능, 웹 연동을 통한 웹 검색의 지원기능, 스마트 서비스 기능 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임.  

□ 스마트 TV용 리모컨

 ○ 국내 스마트 TV 매량은 2015년까지 증가 할 망임

   - 국내 스마트TV는 2015년까지 연간 약 300만  증가하여, 으로 약 700만  가

량 매될 것으로 상됨

   - 재 약 230만 /년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TV 시장은 재 고기능, 고성능의 

LED TV와 3D TV 심으로 차 확 되는 추세임

   - 3월 국내 출시 된 3D TV의 경우 3D에 한 심과 더불어 6주 만에 1만  매

를 달성하 으며 올해 20만  가량 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국내 스마트TV 매 추정치]

(단 : 만 )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체 TV 226 238 250 262 280 300 6.0

스마트 TV 29 54 80 131 180 250 46.7

 매량 29 83 163 294 474 714 71.3

  자료 : KT 경제경 연구소 인용  수정

 ○ 국내 스마트TV 이용자수는 지속 으로 증가할 망임.

   - 스마트TV의 실질 인 이용자는 2015년까지 약600만 명 수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됨.

   - 스마트TV 단말 보유자가 TV를 통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유사한 UX(User 

Experience)를 활용하는 IPTV나 스마트폰의 확산속도에 따라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측됨. 

   - 국내 아이폰 가입자의 Appstore 이용 비율이 83%에 수 임을 비춰볼 때 더 많은 

수가 이용 가능하며, 가입비용과 콘텐츠 확보 수 이 사용자 증가의 큰 변수로 작

용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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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TV 이용자수 망]

(단 : 만명) 

         년도

  구분

이용자수 규모 성장률(%)

(2011~2015)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입 상 규모 55 110 176 263 350 610 53.5

낙 20 58 114 206 220 250 44.1

립 14 39 77 139 140 160 42.3

비 9 25 49 88 90 100 41.4

 ※ 자료  : KT 경제경 연구소 인용  수정

(2) 무역 황 분석

□ 차세  융합 스마트TV 서비스 랫폼 (HW)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Set-top Box

수직해상도 720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8528.71-2010

기타(디지털방송수신기기) 8528.71-2090

천연색의 것( 상디스 에이 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의 텔 비  수신용의 기기)
8528.71-9010

스마트 TV용 리모컨 무선원격조 기 8526.92-0000

[차세  융합 스마트TV 서비스 랫폼 (HW)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수출입 황을 보면, Set-top Box의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수출입 규모가 2010년 

기  수출(731.9Mil$), 수입(10.3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상디스 이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Set-top Box 부분품을 제외한 모든 품

목은 2010년 기  수출규모가 수입규모 비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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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Set-top Box

수 직 해 상 도 

720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 60.06 32.77 21.18 27.83 - 0.09 0.41 0.07 0.18

기타(디지털방

송수신기기)
-

559.5

5

482.1

5
657.23 731.97 - 24.60 16.82 10.49

10.3

2

천연색의 것

( 상디스 에

이 는 스크

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

- 20.57 12.81 0.79 2.58 - 8.39 82.16 16.51
97.4

5

스마트 

TV용 

리모컨

무선원격

조 기
53.87 50.12 51.40 52.67 44.56 31.58 35.90 37.29 34.04

28.1

7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상디스 이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Set-top Box 부분품은 2008년부터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Set-top Box, 

스마트 TV용 리모컨 등이 나타남

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Set-top 

Box

수직해상도 720선 이

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 1.00 0.98 0.99 0.99 수출특화 

기타(디지털방송수신

기기)
- 0.92 0.93 0.97 0.97 수출특화 

천연색의 것( 상디스

에이 는 스크린

을 갖추지 아니한 것)

- 0.42 -0.73 -0.91 -0.95 수입특화 강화

스마트 TV용 

리모컨
무선원격조 기 0.26 0.17 0.16 0.21 0.23 수출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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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TB, receives, application, access, memory, services, devices, streaminteractive, connected, 
signalsevent, events, adapted, order, viewing

CR_2 stream, satellite, processing, first, interactive, viewerkey, encrypted, mobile, message

CR_3 viewer, programming, availablecontent, top, information, network, one

CR_4 cable, providing, server, service, used, program, signal, open, media, TVsignal, received, circuit, 
operationstate, head, predetermined, point, transmitsinput, audio, graphics, STB

CR_5
set, box, system, data, cable, assetcontrol, sourced, emulated, ventilation, uploaded, blocked, 
inserter, texture, volatile, anchor, toggle, vehicle, unselected, tactile, air, company, diagnostic, 
treatment, instrument, beam, selector

CR_6
signals, transmitted, plurality, screenasset, assets, multiplexed, authentication, front, contents, 
decryption, frame, functional, home, medical, text, shell, portal, advertisement, decay, presentation, 
rate, vessel, node

CR_7 data, video, content, userTV, enable, web, module, event, pages, key, image, controller, mode, 
host, consumer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차세  융합 스마트TV 서비스 

랫폼 (HW) 분야 포지션맵 작성 

 

[차세  융합 스마트TV 서비스 랫폼(HW) 포지션맵]

 ○ 차세  융합 스마트TV 서비스 랫폼 (HW) 분야는 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

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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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electronic, source, computer, wirelesspersonal, particular, form, telephonecapabilities, visual, 
features, combining

CR_9 graphic, easily, menu, GUI, part, positionmodule, environment, software, transmission

CR_10 alpha, blended, look, tasks, sector, definition, smartcard, holders, matchingtransmission, connection, 
configured

CR_11 user, device, controlvideo, digital, television

CR_12
graphics, chip, analog, integratedopen, diagnosing, separated, main, statehost, distributes, 
enhanced, files, database, subscriber, provisioningfrequency, implemented, prior, channels, circuitry, 
coarsemain, POD, check, defined

CR_13 channel, receiver, internet, apparatus, methodscustomer, equipment, encoded, broadcasting, file, IP, 
graphic

CR_14
IP, portion, security, download, MPEG, targeted, schedule, valuewagering, account, wagers, race, 
arbiter, Specification, canvas, learning, issuance, regions, test, playlist, she, MSOA, extended, SSTB, 
limited, controllee, transactional

CR_15
electronics, platform, supported, port, optionally, relates, windows, capabilitiesconsumer, enabling, 
multi, different, communications, electronics, consolecommunications, phone, low, personalconsole, 
developed, reader, factor, smart, tethered

CR_16 controller, function, command, graphical, keysimage, output, storage, linekeys, controls, navigation, 
singlebroadcasting, manner, mechanism, secure, appliance, encryption, recording

CR_17 mixes, distance, controllable, manages, sound, delivers

CR_18
node, distribute, subject, adapter, holding, signaling, auxiliary, videophone, blocking, reference, 
connector, implementing, portions, light, DSS, elementary, simultaneous, alpha, operative, DTV, 
space, keypad, printing, mail, title, VOD, objects, wagering

CR_19 activate, screens, operations

CR_20 control, remote, interface

CR_21 mode, automatically, address, logical, transport, frequency

CR_22 frame, operated, overlay, transceiver, switch, appliances, exchange, touch, obtained, voice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Set-top Box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자 자동 인식 기술

성 셋톱 박스 랫폼 기반의 미디어 처리 시스템 기술

미디어 일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셋톱박스 제조 기술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  진단 시스템 구축 기술

기가비트 유선랜과  802.11n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 셋톱 박스 제조 기술

원격의료기반 랫폼제조기술  

Smart 기능 기반 IPTV STB기술

스마트 TV용 

리모컨

응용 로그램 근이 용이한 검색 기능 개발

다양한 기능  서비스 리를 수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디지털 TV 웹 페이지 백그라운드 캐싱 지능형 장치 제조 기술

복조 방식 제어 컨트롤러 기반 방송 신호 수신 장비

원격 제어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기술

터치디스 이가 용된 리모콘 제조 기술 

애 리 이션 기반 스마트 TV 리모콘 제조 기술

라우징 지원 포인  리모컨 제조 기술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36 -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Set-top 

Box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자 자동 인식 기술  - - - -

성 셋톱 박스 랫폼 기반의 미디어 처리 시스템 기술 14% - - 14%

미디어 일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셋톱박스 제조 기술 29% - - 29%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  진단 시스템 구축 기술 14% - 14% 29% 

기가비트 유선랜과  802.11n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 
셋톱 박스 제조 기술 - - - -

원격의료기반 랫폼제조기술  29% - - 29% 

Smart 기능 기반 IPTV STB기술 43% - - 29% 

스마트 

TV용 

리모컨

응용 로그램 근이 용이한 검색 기능 개발 14% - 14% 14%

다양한 기능  서비스 리를 수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14% - - -

디지털 TV 웹 페이지 백그라운드 캐싱 지능형 장치 제조 기술 - - - -

복조 방식 제어 컨트롤러 기반 방송 신호 수신 장비 14% - - 14%

원격 제어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기술  - - - -

터치디스 이가 용된 리모콘 제조 기술 - - - -

애 리 이션 기반 스마트 TV 리모콘 제조 기술 - 14% - 14%

라우징 지원 포인  리모컨 제조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시스템 분야에서 ‘Smart 기능 기반 

IPTV STB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8%가 보유하고 있으며, 25%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미디어 일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셋톱박스 제조 기술’은 보유기술(38%), 

소기업형 기술(38%), 성숙기술(18%), 공백기술(18%)라고 응답하 으며, ‘네트워

크상에서 셋톱박스 사용  진단 시스템 구축 기술 ’은 보유 기술(25%), 소기업

형 기술(38%),성숙기술(13%), 공백기술(25%) 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멀티화면재생기술

   - 앤스크린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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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시스템분야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가스터빈 시스템 진단 리 솔루션, 시스템 소 트웨어,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하이 리드 셋

톱박스, 커넥터, 맞춤형 기술, 양방향 VoD, 3D/4D 미디어, 스마트 방송 미디어, 융합 미디어,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리모콘        

해외 기업 Sony, Sharp, Panasonic, Toshiba, NOKIA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LG 자, KBS 방송, 에스 이 로드밴드 미디어, 하나에스앤씨

소기업
태성포스, 에스디시, 에니스트, 알티캐스트, 에어코드, 코리아퍼스텍, 성포스, 모던테크, ㈜인

터 티 비젼, (주)에이유티, (주)주인넷, 아 리카 등 인터넷 방송사, Cable방송사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단 부품 형태의 모듈부품을 거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5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시스템 제품을 기업  소기업체

로 공  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  방송국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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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  융합 스마트 TV 서비스 

랫폼(HW) 시스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모듈부품을 구

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모듈 부품  단 부품 형태로 매하는 구

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Set-top Box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자 자동 인식 기술 특

성 셋톱 박스 랫폼 기반의 미디어 처리 시스템 기술 특

미디어 일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셋톱박스 제조 기술 특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  진단 시스템 구축 기술 특

기가비트 유선랜과 802.11n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 셋톱 박스 제 
조 기술 특

원격의료기반 랫폼 제조기술 특

Smart 기능 기반 IPTV STB기술 특

스마트 TV용 
리모컨

응용 로그램 근이 용이한 검색 기능 개발 특

다양한 기능  서비스 리를 수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특

디지털 TV 웹 페이지 백그라운드 캐싱 지능형 장치 제조 기술 특

복조 방식 제어 컨트롤러 기반 방송 신호 수신 장비 특

원격 제어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기술 특

터치디스 이가 용된 리모콘 제조 기술 특

애 리 이션 기반 스마트 TV 리모콘 제조 기술 특

라우징 지원 포인  리모컨 제조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미디어 일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셋톱박스 제조 기술은 S/W를 통한 미디어 일

의 인코 , 트랜스코 이 차별화가 높을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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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비트 유선랜과 802.11n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 셋톱 박스 

제조 기술은 블루투스 역의 혼선방지기술이 차별화가 높을 것으로 상됨

 ○ 원격의료기반 랫폼제조기술은 스마트기기를 의료기기로 인증하는 표 화기술이 

차별화가 높을 것으로 상됨  

 ○ Smart 기능 기반 IPTV STB기술은 iptv stb에 차세  웹표  기술을 용하는데 

html5를 연구하는 정부기 의 상호호환규격 연구과제와 조가 필요할 것으로 

상됨

 ○ 다양한 기능  서비스 리를 수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iptv stb에 

차세  웹표  기술을 용하는데 html5를 연구하는 정부기 의 상호호환규격 연

구과제와 조가 필요할 것으로 상됨

 ○ 터치디스 이가 용된 리모콘 제조 기술 : 스마트패드에 한 멀티리모컨 기술

이 차별화가 높을 것으로 상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요소기술

Set-top Box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자 자동 인식 기술

미디어 일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셋톱박스 제조 기술 

기가비트 유선랜과 802.11n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 셋톱 박스 제조 기술

원격의료기반 랫폼제조기술 

Smart 기능 기반 IPTV STB기술

스마트 TV용 리모컨

다양한 기능  서비스 리를 수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터치디스 이가 용된 리모콘 제조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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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

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Set-top 
Box

네트워크 상에서 셋톱 
박스 사용자 자동 

인식 기술

MAC 인식,  
싱크기술 등

인식범  설계 일럿 개발 국내외 표 화
자동화 Sync 
처리 인식

미디어 일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셋톱박스 

제조 기술 
트랜스 인코딩 등 공정설계 시제품 생산 OEM 생산

MPEG 4 기반 
 

3D 처리

기가비트 유선랜과 
802.11n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TV 셋톱 박스 
제조 기술

WIDI,DLNA 등
유/무선
혼용규격 

테스트베드 
구성

국내외 표 화
블루투스 등 

다양한 
기기 연동

원격의료기반 랫폼제조
기술 

Havi 표 화, 
고감도 상

의료규격설계 일럿 개발 국내외 표 화
의료기기 

표 화 규격 
선정

Smart 기능 기반 IPTV 
STB기술

개방형OS 포  등 기능설계 일럿 개발 국내외 표 화
인식별/상황별

맟춤
서비스 

스마트 
TV용 
리모컨

다양한 기능  서비스 
리를 수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기술

Add 기능 , 
음성인식 등

서비스정의
/설계

일럿 개발 국내외 표 화
모션, 감성, 

언어 등 처리

터치디스 이가 
용된 리모콘 제조 

기술 

정압식,
정 식 

변환 채용

터치규격
정의/설계

일럿 개발 국내외 표 화
터치 표 화 
모듈 생산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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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합 서비스 플랫폼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스마트 서비스 랫폼은 사용자의 상황정보와 특성 분석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성

향과 취향에 따른 필요한 미디어 정보를 찾아 제공해주는 지능 인 서비스를 지원

하는 환경임. 즉,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융합하여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임.

 ○ 미래의 방송 콘텐츠의 서비스는 단일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사용자의 성

향에 따른 알림, 홍보, 고 등의 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미디어 융합서비스의 제공기술이 요구됨.

 ○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7)와 연계하여 스마트 TV 기반의 고 정보

의 제공과 이를 지원하기 한 미디어 연동 서비스 기술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를 한 스마트 TV와 DID를 연동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공 기술이 필요함.

 ○ 고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다  미디어 융합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내용에 

부가정보를 콘텐츠의 의미에 따라서 제공한 미디어 정보들을 획득하고, 이를 융합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략기술임. 이를 하여 서비스 랫폼 내에 미디어 정보 

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미디어 리 서버는 실시간 는 비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미디

어 정보들을 확보하여 주 미디어 정보와 함께 융합하여 제공하는 미디어 융합과 

달기술이 요구됨.

 ○ 스마트 TV를 포함한 미디어 장치들은 상호 력하여 다  미디어가 재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  미디어의 재  상에는 미디어 간의 재  시간에 따른 동기

화가 요구됨. 이를 하여 미디어 내용간의 동기화 제어기술이 필요함.

7) 디지털 사이니지란(Digital Signage) : 기업들의 마 , 고, 트 이닝 효과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

뮤니 이션 툴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방송 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

는 디지털 상장치로서 기존 상업용 디지털 정보 디스 이(DID)에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소 트웨어나 

리 랫폼 까지 종합 으로 공 하는 것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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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D 기반의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하여 미디어 간의 의미 분석과 의미

에 따른 실감을 제공하는 미디어의 결합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실감 미디어를 

생성하는 기술이 요구됨.

 ○ 스마트 TV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방송에 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방향 서비스 기술이 

요구됨.

 ○ 스마트 TV를 시청하는 사용자는 스마트 TV의 웹 라우 를 통한 실시간 검색 

서비스 지원에 따른 검색결과 재 을 미디어 별로 제공하기 한 다  스크린 연

동기술이 요구됨.

나. 범

 ○ (제품 분류 ) 스마트 서비스 랫폼은 사용자에게 달할 미디어 정보를 수집

하여 리하는 제품으로 미디어 클라우드를 포함한 미디어 서버가 본 제품군의 기

본임. 특히, 일부 홈 서버 내에 미디어 서비스 기능과 함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홈 서버  고성능 셋탑박스(STB)도 본 제품군에 포함 할 수 있음.

 ○ (공 망 ) 스마트 서비스는 크게 사용자의 상황인지 분석, 미디어 검색  추

출, 미디어 융합, 그리고 융합된 미디어의 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

는 서비스 제공자의 을 포함한 공 망 제공자임. 일부 미디어 서비스는 기존

의 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와 연동하여 운 이 가능함. 특히, 스마트 서비스는 웹 기

반 하에서 다  미디어 추출과 미디어 융합 서비스 분야로 기존의 IPTV 사업자 

 포털 사업자도 공 자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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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의 IT융합 분류 의 범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통합서비스 랫폼)]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부품/제품 세부 내역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미디어 클라우드

미디어 서버 서비스 랫폼, 미디어 DB

미디어 검색 상황인지 기반의 미디어 자동 검색

미디어 융합 사용자 기반 융합 미디어

홈 서버

미디어 캐싱 지상 , 성방송, IPTV, Cable TV

디바이스 업 PVR 기능, 데이터 방송, 자막 방송, 

미디어 분배 N-screen 기반 실감 미디어, 입체 상 미디어 분배

미디어 서비스

상황인지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한 상황인지

웹 라우 웹 검색, 미디어 서버 연동, 스마트(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업 업 서비스, SNS 서비스 연동, 모바일 클라우드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의 범  , 미디어 서비스는 방송콘텐츠 서비스, 다  

미디어의 융합 서비스, 3D/4D TV 등의 순수 방송 미디어의 서비스 역을 포함

하며, 인터넷 서비스는 양방향 VoD(Video on Demend) 서비스, 웹 라우 를 통

한 검색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다  업 서비스 등의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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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8)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3,222건 체에 한 각 국가

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35.1%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8)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IT융합

- 145 -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
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 

339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302

G06F-015
디지털컴퓨터일반(세부사항1/00-13/00);데이터처리장비일반( 상데이터처리
를 한신경회로망  

242

H01L-021
반도체 장치 는 고체  장치 는 그러한 부품의 제조 는 처리에 특별히 

용되는 방법 는 장비
192

H04Q-00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114

H04N-007 텔 비젼시스템 101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비삼극 특허와 삼극 특허 건수 모두 가장 많은 것

으로 악되었고 특히 Microsoft Corporation은 가장 많은 삼극/비삼극 특허 출원

인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10 13
Microsoft  

Corporation
281 35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31 19

2
Huawei  

Technologies 
Co., Ltd

16 1 Yahoo! Inc. 39 6
NEC 

Corporation
32 3

3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3 1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35 1
Seiko Epson 
Corporation

20 9

4
Qualcomm  

Incorporated
3 7

Samsung  
Electronics 
Co., Ltd.

26 6
Panasonic 

Corporation
24 1

5
Siemens  

Aktiengesellsc
haft

8 2

Electronics  
and 

Telecommuni
cations 

Research 
Institute

23 0
Sharp 

Corporation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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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114건 피크

치에서 2009년 105건을 기 으로 감소 환하여 2010년 37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
혹은다른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  

201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88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54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40

H04N-007 텔 비젼시스템 40

G06F-019
특수한어 리 이션에특히 합한디지털컴퓨 는데이터처리장치
는방법

33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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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7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은 삼성 자와 엘지 자가 특허건수가 높게 악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75 주식회사 이티 23 삼성 자주식회사 34

2 아주 학교산학 력단 13 주식회사 맥스포 14 엘지 자 주식회사 33

3 성균 학교산학 력단 10
인터디지탈 테크날러지 

코포 이션
10 에스 이 텔 콤주식회사 26

4 자부품연구원 9
루센트

테크놀러지스 인크
9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5

5 경희 학교 산학 력단 7 콸콤 인코포 이티드 8 노키아 코포 이션 5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인터넷 서비스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5인 것으로 

악되었고, 세계 기  역시 인터넷 서비스가 533.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양방향 방송 콘텐츠(1.81), 

3D/4D(1.35), N-Screen 미들웨어(1.19)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양방향 방송 콘텐츠

가 기술  비교 우 에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N-Screen  미들웨어 0.93 246.29 1.14 1.21 0.03 1.19 

양방향 방송 콘텐츠 0.90 246.61 1.12 1.01 0.02 1.81 

인터넷 서비스 1.14 533.41 0.75 1.11 0.05 0.75 

미디어 서비스 0.98 109.96 1.13 0.46 0.03 1.03 

3D/4D 0.87 134.72 1.21 0.97 0.04 1.35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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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3D/4D(1.22), 양방

향 방송 콘텐츠(1.21), N-SCREEN 미들웨어(1.20)순으로 악됨

 ○ 기술독 지수는 5가지 구성요소  3D/4D의 기술독 지수가 260.68로 가장 높았

으나, 모든 구성요소가 300  미만으로 기술 독 률이 보통 수 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N-Screen 미들웨어 4,605 1.20 161.56 

양방향 방송 콘텐츠 4,814 1.21 135.60 

인터넷 서비스 5,316 0.78 170.30 

미디어 서비스 1,003 0.62 196.91 

3D/4D 2,729 1.22 260.6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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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N-Screen  

미들웨어
0.03 1.19 1.20 161.56  

양방향 방송 

콘텐츠
0.02 1.81 1.21 135.60 

인터넷 서비스 0.05 0.75 0.78 170.30 

미디어 서비스 0.03 1.03 0.62 196.91 

3D/4D 0.04 1.35 1.22 260.68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

업 합성을 살펴보면, 미디어 서비스가 3.52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

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인터넷 서비스가 3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양방향 

방송 콘텐츠가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3D/4D가 3.2 으로 상

으로 높았으나, 다른 구성요소들은 2.8  미만의 낮은 기술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인터넷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가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양방향 방송 콘텐츠가 4 으로 기술독 도가 낮게 악됨. 체 기술진입

도 지수는 인터넷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가 4 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 

한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N-Screen  

미들웨어
2 4 2.8 1 3 2 2.32

양방향 

방송 

콘텐츠

1 5 2.6 1 4 2.5 2.54

인터넷 

서비스
3 1 2.2 5 3 4 3.28

미디어 

서비스
2 4 2.8 5 3 4 3.52

3D/4D 2 5 3.2 1 2 1.5 2.1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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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스마트 서비스 랫폼의 시장 확

 → 시장 니즈 1 :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 스마트 디바이스의 조건인 하고, 알아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

형 Service에 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

넷상의 정보, 뉴스,  동 상 등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하는 략이 

제시되고 있음.

 ○ 사용자 취향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스마트 단말기로부터 사용

자의 상황정보들을 수집하여 지속 으로 분석하여 최 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는 상황인지 기반의 개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략이 부각되고 있음.

□ 서비스 공 사의 통합 서비스 랫폼   

 → 시장 니즈 2 : 미디어 서버  미디어 클라우드

 ○ 스마트 서비스의 제공자는 인터넷  웹 기반 하에서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인지

하고 해당되는 융합 미디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서버를 포함한 미

디어 클라우드 기반의 랫폼 운 자이며, 재 IPTV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 콘텐

츠 공 사  웹 기반의 포털 사업자들이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 랫폼을 가시화 

하고 있음.

 ○차세  통합 미디어 서비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 스마트 TV 제조사, 홈네트

워크를 한 홈 서버 제조사, 미디어 서버 제조사 등의 순수 하드웨어 제조사를 포

함하여, 융합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공 자들도 지능화된 서비스 

랫폼 개발을 주지하고 용할 계획

 ○ 스마트 홈 확 에 따른 셋탑박스(STB)업체는 셋탑박스의 기능 고도화를 통하여 사

용자 심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략을 제시하고 있음. STB 내에 웹 

서버와의 연동을 포함한 검색기능을 포함하여 미디어 취합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국내의 단말기 제조업체 등도 

Apple TV  Google TV 등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제휴

를 통한 미디어 서비스 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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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스마트 홈 서버와 연계되는 N-Screen 기반의 다  디바이스 연동 략을 추

구하는 단말 제조업체의 움직임이 활발함. 이는 자액자를 포함한 DID 장치 등

을 스마트 TV와 연동하여 양방향  실시간으로 방송 미디어와 연계되는 다  미

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략을 추진하고 있음.

□ 운 체제 사업자 의 통합 서비스 랫폼

 → 시장 니즈 3 : 통합 서비스 지원 략 가속화

 ○ 웹과 모바일에서 독보 인 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Apple과 Google도 일명 

iCloud와 Google C2DM 등을 제공하면서 웹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

입을 비 이며 자사의 미디어 서버  미디어 클라우드와 연계한 서비스의 지원

을 확 임. 특히 모바일과 웹에서의 지배력을 스마트 단말기의 확 를 통한 개인

의 맞춤형 서비스 역까지 확장하게 되어 주요 견제 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 Apple은 기존의 iTune을 기반으로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를 추진하거나 주변 하

드웨어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략으로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사업을 한 지속

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Google도 Motorola를 인수하면서 자체 단말기 확보를 

비롯하여 Sony, Logitech, Intel 등과 함께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체 미디서 서비스 

제공 환경을 확 하고 있음.

 ○ 최근에 국내도 국산 운 체제의 개발과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의 필요성이 매

우 강조되고 있음. 단말기 제조사를 심으로 자체 운 체제를 개발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한 부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한 개발 환경 등의 연구를 가속화 

하고 있음.

□ 콘텐츠 사업자의 통합 서비스 랫폼 진출 동향 

 → 시장 니즈 4 : 콘텐츠 제공  유통에 따른 시장 진출

 ○ 기존의 수동 인 미디어 서비스 방식에서 사용자의 상황정보 인지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유통 략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단말기의 가속화에 따라 이를 제어하는 모바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보다 

더 세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장이 확 되고 있음.

 ○ 다양한 스마트 단말기의 스크린을 통한 업 서비스의 확장을 통하여 콘텐츠 사업

자들의 다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과 함께 다  스크린 기

반의 실감  융합 미디어 서비스 진출이 소비자 측면에서 정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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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를 포함한 콘텐츠 사업자들도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를 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스마트 사이니지로 확 되는 추세에

서 옥내외에 설치되는 사이니지에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고 등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요인 Needs

- 스마트 단말기의 탄생
- 모바일 클라우드 출시
- 랫폼 사업자의 진출
- 콘텐츠 사업자의 진출 

⇒

- 맞춤형 서비스의 요구
- 스마트 단말기를 한 서비스 랫폼 제작 략의 확
- 랫폼 사업자들의 Smart 서비스를 한 서비스 활성화 략 
- 콘텐츠 제공  유통 업자들의 Smart 서비스 사업 진출을 한 새로운 

략 제시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N-Screen이 나오게 된 배경은 PC-휴 폰-TV의 3Screen 략이라 부르던 것이 아

이패드, 테블릿 등 다양한 모빌러티를 가진 기기에 OS가 탑재되면서 3이라는 개념

이 무색해지면서 N-Screen 시장이 등장하게 됨. 

 ○ N-Screen 서비스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콘텐츠 유통으로 서비스 가입 단말기의 다

변화  결합상품과 번들링 상품의 다양화가 가능하며, 새로운 미디어 랫폼 활

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상됨.  

 ○ 양방향 방송의 등장 배경은 실시간 방송 심의 기존 TV에서 탈피하여 TV, 인터

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때문임. 

 ○ 기존의 디지털 TV에 운 체계(OS)  인터넷 속 기능을 추가하여 방송 뿐만 아

니라 검색, 앱스토어 등 인터넷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TV 등

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시 될 정임. 

 ○ 양방향 TV에 한 근 편의성이 증 되고 소비자 거부감이 감소하여 스마트 TV

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용자환경(UI/UX)은 큰 역할이 기 되나 표  UI의 

개발  보 이 필요하며 기술 발 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 세부 

시장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의 표 시장인 스마트 TV, IPTV, 3D 디스 이 시장

을 바탕으로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시장을 추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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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TV 매 추정치]

(단 : 만 )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체 TV 226 238 250 262 280 300 6.0

스마트 TV 29 54 80 131 180 250 46.7

 매량 29 83 163 294 474 714 71.3

* 자료 : KT 경제경 연구소 인용  수정

 ○ 국내 스마트TV 이용자수는 지속 으로 증가할 망임.

   - 스마트TV의 실질 인 이용자는 2015년까지 약 600만명 수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됨.

   - 스마트TV 단말 보유자가 TV를 통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유사한 UX(User 

Experience)를 활용하는 IPTV나 스마트폰의 확산속도에 따라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측됨. 

   - 국내 아이폰 가입자의 Appstore 이용 비율이 83%에 수 임을 비춰볼 때 더 많은 

수가 이용 가능하며, 가입비용과 콘텐츠 확보 수 이 사용자 증가의 큰 변수로 작

용 할 것임.

 ○ 2008년 발행 되 IPTV 련 셋탑박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6억달러 규모

에서 2014년 83억달러 규모로 3배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상되며 연평균 25.7%의 

빠른 성장이 기 되는 시장임.

   - 셋탑박스 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5.2%임을 감안하면 IPTV 셋탑박스의 성

장은 고 성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련해 IPTV 체 시장의 성장도 유사한 성

장 곡선이 상됨.

* 자료: IDC, 2008.03 worldwide digital pay tv STB market forecast

[셋탑박스 시장 내 IPTV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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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N-Screen 

미들웨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을 구 하기 해 요즘 각 받는 표 인 디스 이 

기술인 3D시장은 2009년 8,500만달러에서 2014년 15억달러 규모로, 약 20배 성장 

할 것으로 기 됨

   - 3D 디스 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77.6%로 상되며, 최근 화, TV 등 미

디어 시장과 다양한 콘텐츠 시장이 3D/4D 등의 새로운 디스 이 기술과 융합

되어 시장을 확 하는 추세임. 

   - 4D 기반의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서는 미디어 간의 의미 분석과 의

미에 따른 실감을 제공하는 미디어 결합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실감 미디어를 

생성하는 기술이 요구됨.

* 자료: MarketsandMarkets, 2009.07 Low Power Next Generation Display Market 

[3D 디스 이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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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미디어 서비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3D/4D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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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장치용 디스크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

(57.3Mil$), 수입(266.9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

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N-Screen 
미들웨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

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인터넷 
서비스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

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미디어 
서비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

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3D/4D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

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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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  통합 서비스 렛폼의 구성요소별 무역 황을 보면 품목 체는 2010년 기

 수출규모 비 수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학식 매체, 반도체 매체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출 특화 분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학식 매체, 반도체 매체, 소 트웨어를 포함한 이  독장

치용 디스크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N-Screen 
미들웨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 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미디어 
서비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 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 특화

3D/4D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 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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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communication, configured, include, coolant, adapted, closed, bypass, addition

CR_2 storage, controlling, time, value, Injection, value, predetermined, sensor, output, sensor, based, state

CR_3 turbine, efficiency, heated, waste, circuit, unit, cooling, fluid, chamber, turbine, NOx

CR_4 oxidation, metal, reduction, nitrogen, oxides, oxide, engines

CR_5 load, controller, period, ignition, converter, cylinders, body, assembly, first, flow, device, 
Apparatus, control, one

CR_6 passage, arranged, side, regeneration, agent, rate, reduced

CR_7 section, end, located, pipe, medium, line, reforming, material, oil, panel, generating, 
generate, passing, cooled

CR_8 material, surface, formed, ash, twozone, reactor, feed, producing, contact, produced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 

포지션맵 작성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 포지션맵]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

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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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NOx, reducing, Catalytic, ratio, storage, amount, oxygen, downstream, Injection, purifying, filter, oxidation

CR_10 chamber, gases, stream, valve, stream, liquid, portion, Disclosed, reforming, reformer, cell, zone

CR_11 heat, System, air, gas, temperature, PDPtemperature, first, water, unit, section, supply, 
connected, inletfluid, pressure, supply, motor, electric, communication, tank

CR_12 oil, coolant, working, charge, motor, tube, hydrocarbon, waste, source, hottank, heater, 
discharge, primary, generating, transfer, cycle, thermal

CR_13 medium, flowing, part

CR_14 body, region, carrier, area, substrate, mercury, ammonia, recirculation

CR_15 air, fuel, method

CR_16 panel, plasma, voltage, driving, charging, load

CR_17 gas, exhaust, combustion

CR_18 exhaust, engine, catalyst

CR_19 water, steam, high, Process, exchanger, energy

CR_20 line, mode, controlled, regeneration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N-Screen 미들웨어

다  상 정합  합성 제조 기술

상황인지  실시간 서비스를 한 차세  인터넷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수용 기술

크로스 랫폼 구성 빌드 시스템 구축 기술

N-스크린 디바이스 간 상호운용성이 높은 사용자 라우징 기술

N-스크린 데이터 실시간 연동  이기종 랫폼 연동 기술

양방향 방송 콘텐츠

상에 노출되는 정보 장 기능의 랫폼  양방향 UX 생성 기술

게임 기반 교육  고품질 정보의 양방향성 컨텐츠 개발 기술 

상 장면 객체 자동추   자동검출 기능 기반 상처리기술

인터넷 서비스

표 화된 개발 환경의 오  앱스토어 구축기술

사용자 데이터 기반 시멘틱 검색/추천기술

다수의 SNS 랫폼 Open API 연동기술

역 네트워크에서 최  경로 탐색을 한 멀티캐스트 IP Zone 운  시스템 구축 기술

콘텐츠 유통을 한 마이크로 페이먼트 기술

미디어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데이터의 장/ 리  사용자 근 제어 기술

원격의료 응용서비스, 홈 보안 리 서비스 제공 기술

스마트콘텐츠를 한 클라우드 기반 DRM 제조 기술

3D/4D

상황 응형 입체감 확장 디스 이 연동 증강 4D 인터랙티  콘텐츠 가시화 기술

인간공학기반 확장성 입체감 확장 3D 상최 화/가시화 기술

규모 사용자 행동 추   보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입체 상 변환 기술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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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

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N-Screen 

미들웨어

다  상  정합  합성 제조 기술 10% - - 10%

상황인지  실시간  서비스를 한 차세  인터넷 기술 - - - -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수용 기술 20% - - 20%

크로스 랫폼구성빌드시스템  구축 기술 - 10% - -

N-스크린 디바이스  간 상호운용성이 높은 사용자 

라우징 기술
10% - - 10%

N-스크린 데이터  실시간 연동  이기종 랫폼 연동 기술 - - - -

양방향 

방송 

콘텐츠

상에  노출되는 정보 장 기능의 랫폼  양

방향 UX 생성 기술
10% - - -

게임기반교육 고품질정보의양방향성컨텐츠개발기술 - - - -

상 장면 객체  자동추   자동검출 기능 기반 

상처리기술
10% - - -

인터넷 

서비스

표 화된 개발 환경의 오  앱스토어 구축기술 10% - - 10%

사용자 데이터 기반 시멘틱 검색/추천기술 10% - - 10%

다수의 SNS 랫폼 Open API 연동기술 20% - - 20%

역 네트워크에서  최  경로 탐색을 한 멀티캐스트 IP 

Zone 운  시스템 구축 기술
- - - -

콘텐츠 유통을 한  마이크로 페이먼트 기술 10% - - 10%

미디어서

비스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데이터의 장/ 리  사

용자 근 제어 기술
10% - - 10%

원격의료 응용서비스, 홈 보안 리 서비스 제공 기술 10% - - 10%

스마트콘텐츠를 한 클라우드 기반 DRM 제조 기술 20% - - 20%

3D/4D

상황  응형 입체감 확장 디스 이 연동 증강 4D 인터랙

티  콘텐츠 가시화 기술
20% - - -

인간공학기반 확장성 입체감 확장 3D 상최 화/

가시화 기술
10% - - -

규모 사용자 행동 추   보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입체 상 변환 기술
- - - -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기술 10% - 10% 1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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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수용 기

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0%가 보유하고 있으며, 2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다수의 SNS 랫폼 Open API 연동기술’은 보유기술(20%), 소기업형 기

술(20%)라고 응답하 으며,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기술’은 보유 기술

(10%), 소기업형 기술(10%), 공백기술(10%)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정종역량방식 기술

   - 앤스크린 서비스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개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홈자동화, 가스 터빈 시스템 진단  리 솔루션, 자앨범, 터치스크린

해외 기업 Microsoft, Qualcomm  Incorporated, Yahoo, NEC, Panasonic, Sharp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LG 자, SK텔 콤, 삼성SDS, KBS 방송

소기업 한솔테크닉스, 알리버, 코맥스, 드림라인, 흥일기업, 이티, 맥스포, 콸콤인코포 이티드

 ○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단 부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
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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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들은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련 부품을 소기업 업체로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기업  소기업 그리고 방송국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개발 분야

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통합 서비스 랫폼 련 단 부품을 구매한 후 가

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단 부품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

여부1)

N-Screen 미들웨어

다  상 정합  합성 제조 기술 특

상황인지  실시간 서비스를 한 차세  인터넷 기술 특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수용 기술 특

크로스 랫폼구성빌드시스템 구축 기술 특

N-스크린 디바이스 간 상호운용성이 높은 사용자 라우징 기술 특

N-스크린 데이터 실시간 연동  이기종 랫폼 연동 기술 특

양방향 방송 콘텐츠

상에 노출되는 정보 장 기능의 랫폼  양방향 UX 생성 기술 특

게임기반교육 고품질정보의양방향성컨텐츠개발기술 특

상 장면 객체 자동추   자동검출 기능 기반 상처리기술 특

인터넷 서비스

표 화된 개발 환경의 오  앱스토어 구축기술 특

사용자 데이터 기반 시멘틱 검색/추천기술 특

다수의 SNS 랫폼 Open API 연동기술 특

역 네트워크에서 최  경로 탐색을 한 멀티캐스트 IP Zone 운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콘텐츠 유통을 한 마이크로 페이먼트 기술 특

미디어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데이터의 장/ 리  사용자 근 제어 기술 특

원격의료 응용서비스, 홈 보안 리 서비스 제공 기술 특

스마트콘텐츠를 한 클라우드 기반 DRM 제조 기술 특

3D/4D

상황 응형 입체감 확장 디스 이 연동 증강 4D 인터랙티  콘텐츠 가시화 기술 특

인간공학기반 확장성 입체감 확장 3D 상최 화/가시화 기술 특

규모 사용자 행동 추   보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입체 상 변환 기술 특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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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상황인지  실시간 서비스를 한 차세  인터넷 기술은 html5 기반의 실시간 처

리 표 화기술이 차별화가 높아보임

 ○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수용 기술은 클라우드, 가상화, n스크린 연  

호환기술의 차별화가 높아보임(정부기  n스크린 과제사업자와 연계 필요)

 ○ N-스크린 디바이스 간 상호운용성이 높은 사용자 라우징 기술은 클라우드, 가상

화, n스크린 연  호환기술의 차별화가 높아보임(정부기  n스크린 과제사업자와 

연계 필요)

 ○ 게임기반교육 고품질정보의양방향성컨텐츠개발기술은 지능형게임을 통한 스마트

기기간 연동기술이 차별화가 높아보임 

 ○ 상 장면 객체 자동추   자동검출 기능 기반 상처리기술은 상분류체계에 

한 mETA 데이터 규격수립이 우수함.

 ○ 표 화된 개발 환경의 오  앱스토어 구축기술은 kwac와의 연동이 우수함

 ○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기술은 작도구의 개발이 우수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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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Screen 

미들웨어

상황인지  실시간 

서비스를 한 차세  

인터넷 기술

M2M 

기술 등

실시간처리규

격개발

테스트베드 

구성

국내외 

표 화

기기간,서비

스간 

연동처리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수용 

기술

하이퍼

바이 , 

보안

N스크린규격정

의/서비스규격 

표 화

시범서비스 

개발

public 

클라우드 

컨텐츠 처리

N-스크린 디바이스 간 

상호운용성이 높은 

사용자 라우징 기술

HTML5 
상호호환규격

설계

시범서비스 

개발

서비스규격 

표 화

상호호환 

규격(기기간)

정립

양방향 

방송 

콘텐츠

게임기반교육 고품질정

보의양방향성컨텐츠개발

기술 

양방향 

처리  

QOS/QOE

게임모델링 일럿 개발
개방형규격 

배포

지능형/실감

형 게임 가능

상 장면 객체 자동추  

 자동검출 기능 기반 

상처리기술

상인식, 

감성처리

추출 상범

설계

시범서비스 

개발

서비스규격 

표 화

상기반 

검색 처리

인터넷 

서비스

표 화된 개발 환경의 

오  앱스토어 구축기술

HTML5, 

상호호환  

규격

표 기술 정의
크로스 랫폼

개발

오 API 

배포

크로스 랫폼 

앱스토어

3D/4D
디지털 홀로그래픽콘텐츠 

제작 기술

3D, 4D, 

감성인식  

처리

3D/4D 

기술정의
일럿 개발

작도구 

배포

실감되는 

홀로그램 

구

구성요소 요소기술

N-Screen 미들웨어

상황인지  실시간 서비스를 한 차세  인터넷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N-Screen 서비스 수용 기술

N-스크린 디바이스 간 상호운용성이 높은 사용자 라우징 기술

양방향 방송 콘텐츠
게임기반교육 고품질정보의양방향성컨텐츠개발기술 

상 장면 객체 자동추   자동검출 기능 기반 상처리기술

인터넷 서비스 표 화된 개발 환경의 오  앱스토어 구축기술

3D/4D 디지털 홀로그래픽콘텐츠 제작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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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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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EMG(Energy Management Gateway)는 에 지 감형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에

지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고효율 기기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에 지 사용을 

이는 기술임. EMG는 가정용, 업무용, 한 공장용으로 단 구역 내에서의 에

지 소비 효율을 최 화하는 기술임. 

 ○ 차세  센서네트워크기반 EMG는 양방향 냉난방 공조 제어 시스템으로 자율  

단에 의해 가정, 건물  사업장의 에 지 사용을 최 화함. 에 지 사용패턴과 

력회사의 요 정책을 분석하여 에 지 사용을 최 화하고 력 사용량 감에 따

른 CO2 배출 감소량도 인지할 수 있음. 

 ○  세계 으로 지구온난화 책이 요구되어, 기후변화 응을 해 국가별로 이산

화탄소 감축과 에 지 약이 최  과제가 되고 있음. 소득증 ,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가구별로 사용하는 가  정보 기기가 많아지고 야간시간에 사용 시간도 길어

짐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보다 에 지 사용량의 증가가 한 가정에서의 EMG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제안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루어지는 차세  센서네트

워크용 게이트웨이기반의 지능 이고 능동 인 수요자 반응 에 지 감 기술을 

통해 기존의 에 지 감 효과를 극 화 하며, 공동 주택  빌딩의 종합 리 센

터를 통한 집합체 에 지 감  효율 향상을 이루고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의 최

종 완성 단계로서의 지능형 수용가를 구축함으로서 국가 인 에 지 감 게이트

웨이를 완성할 수 있음.

나. 범

 ○ (제품 분류 )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 EMG는 에 지의 효율  운 을 해 

필요한 환경정보  에 지 사용량정보 등을 차세  센서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하

여 이를 바탕으로, 수  상황별 차등 요   공  체계에서의 극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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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향상하기 한 자율  (Autonomout), 방  (Interactive), 선제  (Proactive), 

소비자 반응  부하특성을 용하기 한 In-Door(홈/빌딩)용 에 지 리 게이

트웨이 임.

1차제품분류( 범 ) 2차제품분류( 범 )

에 지 리
게이트웨이 시스템

에 지 리 게이트웨이 

지능형 력망 연동 하드웨어  통신 랫폼

IHD(양방향통신, 자체 략소비 최 화, CO2 환산)기능 단말

DR기반 제시스템, 운 시스템

[차세  센서네트워크 주요제품 분류표]

 ○ (공 망 )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 EMG는 환경정보를 획득하기 한 온도, 

습도, 조도, 재실 센서를 갖고 네트워크 형성  데이터 송을 하는 차세  센서

네트워크 통신 모듈과 에 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측정값과 CO2 발생

량  에 지 사용 요 으로 환산하여 알려주는 스마트미터 디스 이와 기기  

설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에 지 사용

을 효율 으로 운 하는 시스템임. 

 ○ (기술요구 ) 

  - 에 지 소비 감을 한 기존 연구들은 Zigbee-USN 기술을 이용한 건물이나 실 

단  홈오토메이션을 통한 냉, 난방 에 지 리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 개발이나 

이를 한 가 제품의 에 지 사용 패턴 등을 이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단편 인 시스템의 구 에 국한되었으므로 공동 주택, 빌딩 

등의 종합 센터를 통한 에 지 감기술로의 확장이 어려움.

  - 반면 제안 하는 기술은 홈네트워킹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서도 각 가 의 력 

사용을 분석 하며, 사용의 필요성에 따른 DR도 분석하여 여러 가 의 개별 필요성

에 따라 차별 으로 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에서 큰 장 을 가지고 있으

며, BEMS나 력선 EMS와 달리 사용자가 직  리 할 수 있는 편리한 UI 환경

으로 직  에 지 소비 감을 확인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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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 EMG의 IT융합 분류 의 범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 EMG)]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부품/제품(솔루션) 시스템

에 지 리 

게이트웨이 

시스템

차세  센서네트워크 
통신모듈

차세  센서네트워크 통신 칩셋, 
안테나, 센싱 모듈, 센서노드, 
싱크노드, 차세  센서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에 지 리 게이트웨이 

스마트미터 디스 이 LCD, 에 지 소비분석 S/W, IHD
IHD(양방향통신, 자체 략소비 
최 화, CO2 환산)기능 단말기

EMG, HEMG

DR(Demand Response) S/W,
에 지최 운  S/W, Realtime 
Tariff Management (실시간 
요  리) 솔루션, Scalable 
스마트 가  연계 솔루션 , 
시간, 부하 연동 력 수요 
분산 솔루션

DR기반 제시스템, 운 시스템

  ⇒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 EMG의 범 는 EMG로서 그 성능 향상과 구성에 차

세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역으로 하며, 공 망 기 으로 센싱

모듈, 차세  센서네트워크 통신모듈, 사용정보 Display, 스마트미터 디스 이, 

EMG  역을 포함하고 기술 으로는 시스템 구성의 효율 향상 기술, 시스템

의 성능 향상을 한 H/W, S/W  홈/건물의 개별  에 지 사용기기와 연동

까지를 포함



IT융합

- 169 -

2. 기술(특허) 분석9)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에 지 리 게이트웨이 (EMG) 시스템 분야의 상특허 2207건 체에 한 각 국

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한국 특허가 53.8%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특허의 경우  큰 증가세 는 감소세 없이 꾸 한 

출원이 이루어지다 2008년을 기 으로 4개국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9)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

내 공개특허) 상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70 -

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501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 281

H04B-001

그룹 H04B 3/00에서 H04B 13/00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

시스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동

조공진회로 (tuning resonant circuit) H03J)

201

G06F-001
그룹G06F3/00～G06F13/00 G06F21/00(범용 로그램컴퓨터의아키텍처

G06F15/76)에포함되지않는세부 
71

H04Q-007 가입자가 무선링크 는  유도링크를 경유해서 속되어 있는 선택배치 49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44

[IPC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 보다는 일

본의 삼극 특허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NEC(JP)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삼극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악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IEMENS(DE) 4 1

Power 

Measurement

(CA)

22 0 CANON(JP) 47 1

2
ROBERT 

BOSCH(DE)
3 1 삼성 자(KR) 5 1 RICOH(JP) 36 0

3 BRODCOM(US) 4 0
한국 자통신

연구원(KR)
6 0 NEC(JP) 12 10

4
HUAWEI 

TECHNOLOGIES  

(CN)

3 0
ADMMicro  

Properties(US)
4 0

PANASONIC

(JP)
16 2

5 PANASONIC(JP) 1 1
BRODCOM

(US)
4 0 HITACHI(JP) 16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 최  출원 165건을 기 으로 2008년까지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9년 41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함. 2010년 10

건이 출원 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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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449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 208

H04B-001
그룹H04B3/00에서H04B 13/00의단일그룹에도포함되지않은 송시스템의세부;

송매체에의하여특징지어지지않는시스템의세부
187

H04Q-007 가입자가 무선링크 는 유도링크를 경유해서 속되어 있는 선택배치 24

H04B-017 감시; 시험 20

H04W-052 원 리, . TPC  [Transmission Power Control], 원 약 는 원 등 19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연구기 의 경우도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59건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

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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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KR) 59 유티스타콤코리아(KR) 9 삼성 자(KR) 234

2 고려 학교(KR) 16 한국나이스기술단(KR) 2 엘지 자(KR) 184

3 자부품연구원(KR) 12 이디 워(KR) 2 SK텔 콤 31

4 성균 학교(KR) 7 피에스텍(KR) 2 QUALCOMM(US) 24

5 한국과학기술원(KR) 5 솔다정보기술 1 NTT(JP) 2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에 지 리 게이트웨이 (EMG) 시스템 의 구성요소 에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무선센서 네트워크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6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1.32),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0.66), 무선센서네트워크(0.62)순서로 나타났으

며,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분야가 기술  비교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무선 센서 네트워크 1.15 331.06 0.93 1.16 0.16 0.62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0.95 420.35 1.01 1.07 0.03 1.32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1.00 312.00 1.05 1.00 0.15 0.66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에 지 리 게이트웨이 (EMG)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역 네트

워크 연동 시스템(1.00), 무선 센서 네트워크(0.99),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0.75)

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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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지 리 게이트웨이 (EMG) 시스템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무선 센

서 네트워크,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등 3가지 구

성요소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224.48로 상 인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

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무선 센서 네트워크 3,951 0.99 224.48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4,610 0.75 49.05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4,323 1.00 83.09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무선 센서 네트워크  0.16  0.62  0.99 224.48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0.03  1.32  0.75 49.05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15   0.66  1.00 83.09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에 지 리 게이트웨이 (EMG)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이 4.2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무선 센터 네트워크가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 지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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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 수집 시스템이 5 으로 악됨. 체 기술 성숙도지수는 에 지 정보 시

스템이 3.2 으로 평균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와 기술 독 지수는 에 지정보 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체 

기술진입도 지수 역시 에 지 정보 시스템이 5 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 

한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무선 센서 네트워크 4 1 2.8 3 3 3 2.92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2 5 3.2 5 5 5 4.28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4 1 2.8 2 5 3.5 3.2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기술 선 을 통한 세계 시장 참여  

 → 시장 니즈 1 : 차세  센서네트워크 활용, 수요 반응 기술 필요

 ○ 미국 에 지국(Dept. of Energy)은 ‘Grid2030 보고서'를 근간으로 미국 력회사는 

력사용에 따른 력정보(요 , 사용량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향후 

시간차등 요 제 등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에 지법 공공시설규제

정책조례(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 PURPA)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수요 반응 기술의 필요가 두됨.

 ○ 국내에서는 정부의 1차 국가에 지기본계획(2008.8.27)의 에 지 비  2030에 따라 

신재생에 지 보 률이 11%로 확 되고, 력인 라 구축이 수행되고 있으며 스마

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진행 임. 스마트그리드에서 효율 향상의 핵심요소는 수요

자의 극 인 참여임. 즉 력 사용이 피크치인 경우 력 가격을 높이고, 이때 

사용자가 력사용을 여줘야 하는 것이며, 스마트그리드를 이루기 해 수용가

에 요구되는 수요 반응에 해 한 조치를 취하는 기술은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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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 인 에 지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 증   

 → 시장 니즈 2 : 스마트화  사용의 편의성 제공

 ○ 스마트 그리드가 도입되고 AMI가 보 되어 력 인 라가 개선되어도 수용가의 

사용자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편의성이 제공되어야 함. 재까지의 연

구  서비스 제공 방식은 단순 모니터링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많아 사용자가 개입

을 하여 수동 으로 에 지를 감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은 에 지 감의 효과를 극 화하기 힘듦. 

 ○ 가정의 자 기기들을 지능 으로 연결하고 각 기기에 한 수요 반응을 실시간으

로 결정하여 능동 인 에 지 감을 이루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

□ 차세  력 인 라에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EMG 필요 

 → 시장 니즈 3 : 보 형 국산 EMG 개발  

 ○ EMG는 정의에서 언 한바와 같이 HEM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BEMG(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FEMG(Factory Energy Manage- 

ment System)로 구분되며, HEMG를 이루기 해 필수 인 기기가 스마트미터 디

스 이임. 정부는 스마트미터 디스 이(IHD)의 보  사업을 추진 이며, 이에 

따라 련 업체는 스마트미터 디스 이의 실증을 하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 AMI 력인 라가 구축될 때 HEMG를 해 스마트 디스 이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국내 1,560만 가구에 일률 으로 일시에 보 하는 것은 소비자 

요구  시장 환경에 비추어 어려움이 상됨. EMG의 기능은 최근 건축된 아 트

인 경우 홈오토메이션 는 월패드 기기에 선택사양으로 S/W를 이용하여 그 기

능을 구  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차세  력 인 라에 필수 인 EMG 보

을 해서는 기존 주택 는 홈오토메이션 기기가 없는 세 를 한 렴한 가격

의 보 형 EMG의 개발이 필요함. 

요인 Needs

- 기술 선 을 통한 세계 시장 참여  

- 효율 인 에 지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 증   

- 차세  력 인 라에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EMG 필요 

- 차세  센서네트워크 련 시장 활성화를 한 

자가발  기술 필요 

- 녹색성장 정부 정책 부합

⇒

- 차세  센서네트워크 활용, 수요 반응 기술 필요

- 스마트화  사용의 편의성 제공

- 홈/빌딩/공장등 다양한 형태, 가 보 형 

스마트미터  에 지 리 게이트웨이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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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무선센서 네트워크

 ○ 스마트그리드 Advanced sensor 분야 시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EMG 시스템의 무

선센서 네트워크 시장을 추정 하고 자 함. 스마트그리드 advanced sensor 분야 시

장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79억 3,800만달러에서 2014년 178억달러로 연평균

(CAGR) 15.9% 성장이 상됨.

 ○ 미래 력센서 시장의  생산된 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 지  효율을 최 화 

하고 갑작스런 부하 변동 등에 한 실시간 력정보와 력 상태  소비 패턴 

등을 악하는 기능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확  될 것으로 단됨.

 ○ 추가로 고효율  에 지 로슈머 서비스( : 에 지 소비자가 공 자가 되는 신

재생에 지)를 한 소비자측의 지능화  기 구축 된 인 라(홈네트워크, 고속

인터넷망)와의 연동을 한 융합된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자료: MarketsandMarkets 2010.10, Global Sensors Market in Consumer Electronics (2010) 

[스마트그리드  Advanced Sensors 시장 망]

□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 2010년 발행된 Energ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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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약 510억달러에서 연평균 5.9%의 성장률로 2014년 약 680억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상됨. 

   -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은 력망에 IT를 목하여 에 지 효율을 최 화하는 

차세  지능형 력망 시장인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융합되어 에 지 공   소

비에 한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증가 할 것으로 단됨. 

※ 자료: BCC Research, 2010. 10 , Energ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MIS MARKET BY EQUIPMENT/SERVICE 시장 망]

□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 웹 기반 에 지 소비 모니터링 장비 시장을 바탕으로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

템 시장을 추정 하고자 함. 웹기반 에 지 소비 모니터링 장비 시장은 센서 시장

과 그 외 장비 시장으로 분류 되어 있음. 

 ○ 웹 기반 에 지 소비 모니터링 장비 시장은 센서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비 2014년은 약 2배 성장 할 것으로 기 됨. 두 시장 모두 연평

균 15% 이상의 성장을 유지 할 것으로 단됨. 

   -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을 통한 EMG 시스템 시장은 한국의 강 인 정보통

신 분야의 기술과 스마트 기술의 융합으로 단기간에 기술  우 를 차지 할 수 

있는 분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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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무선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8543.70-9020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100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200

기타센서(액체비 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
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900

벨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100

유량․유속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200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300

속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100

회 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200

기타센서(속도계와 회 속도계, 산회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900

기타센서(오실로스코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기  양의 측정 는 검
사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0.90-19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학식 기기의 진동센서) 9031.90-1111

반도체 제조용의 것(진동센서) 9031.90-1119

기타(진동센서) 9031.90-1190

[차세  통합 서비스 랫폼 무역부분 품목 코드]

  (단 :mil$)

※ 자료: BCC Research, 2010. 10 , Energ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MIS 시장 내 웹 기반 에 지 소비 모니터 장비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에 지 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52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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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학식기기의 하 센서 9031.90-1291

기타반도체 제조용의 하 센서 9031.90-1292

기타하 센서 9031.90-1299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정 단  수신기 8517.69-1100

기타(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에 지정보
수집시스템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8543.70-9020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100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200

기타센서(액체비 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900

벨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100

유량․유속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200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300

속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100

회 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200

기타센서(속도계와 회 속도계, 산회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900

기타센서(오실로스코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기  양의 측정 는 검

사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0.90-19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학식 기기의 진동센서) 9031.90-1111

반도체 제조용의 것(진동센서) 9031.90-1119

기타(진동센서) 9031.90-1190

학식기기의 하 센서 9031.90-1291

기타반도체 제조용의 하 센서 9031.90-1292

기타하 센서 9031.90-1299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정 단  수신기 8517.69-1100

기타(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
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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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에 지 리 게이트웨이(EMG)분야의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을 보면, 센서를 포

함한 디텍터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532.6Mil$), 수입(602.9Mil$) 등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남 

   - 역네트워크 연동시스템의 기타(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품목은 2006~2008년 흑자 추세에서 2009년 자 추세로 환되었으나, 2010년 

다시 흑자 추세로 환 된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무선

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97.02 242.37 364.56 532.57 - 421.36 668.34 527.17 602.99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8.59 10.18 7.05 8.35 16.64 19.19 19.59 17.97 17.67 19.62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3.22 2.86 1.71 2.82 2.65 3.38 2.24 2.51 2.17 2.35

에 지정

보 수집

시스템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97.02 242.37 364.56 532.57 - 421.36 668.34 527.17 602.99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8.59 10.18 7.05 8.35 16.64 19.19 19.59 17.97 17.67 19.62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3.22 2.86 1.71 2.82 2.65 3.38 2.24 2.51 2.17 2.35

역 

네트

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6.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5.02 6.85 1.08 0.37 0.91 0.46 0.88 0.27 0.74 0.8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디텍터, 온도센서, 진동센서, 회 센서, 정 단  수신기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

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습도센서,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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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특화 분야 : 디텍터, 온도센서, 진동센서, 회 센서, 정 단  수신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습도센서,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등 

 ○ 습도센서의 경우 2009년을 기 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여 수출특화분야로 환된 것

으로 조사됨(-0.02(2006년)→-0.19(2008년)→ 0.06(2010년))    

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무선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0.63 -0.47 -0.18 -0.06 수입 특화 완화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38 -0.32 -0.44 -0.36 -0.08 수입 특화 완화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02 0.12 -0.19 0.13 0.06 수출 특화 환

에 지정보 

수집시스템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0.63 -0.47 -0.18 -0.06 수입 특화 완화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38 -0.32 -0.44 -0.36 -0.08 수입 특화 완화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02 0.12 -0.19 0.13 0.06 수출 특화 환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 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 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83 0.77 0.60 -0.33 0.03 수출 특화 완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에 지 리게이트웨이(EMG) 시스

템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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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network, system, device, voice, content, printingdevice, control, communication, node, mobile, 
sensormeasurement, measuring, actual, technology

CR_2
sensor, protocol, methods, power, message, client, firstmodule, coupled, input, lineline, signals, 
configured

CR_3 first, connected, service, storage, PLcclient, process, set, operation, Security, addresscontent, image, 
database, state, monitoring, station, Optical, machine

CR_4 road, parking, raw, look, aggregator, ubiquitous, induction, awareness, compressed, trust, trees, 
wheel, burst, localizationdetermination, measured, block

CR_5
media, identifier, respective, gateway, relay, value, port, broadcast, routerchannel, multi, Radio, 
traffic, environmentSecurity, application, interfaceinterface, receive, Multiple

CR_6
path, table, determining, Function, channelstation, base, location, path, moduleport, load, current, 
status, position, external, transceiver, switchsafety, slave, master, ports, measurement, alarm, GPS, 
region, SAN

CR_7 service, request, receivedstate, medium, storing, generatedgenerated, generating, predetermined

CR_8 source, destination, packetsenterprise, authenticate, authenticated

CR_9 node, nodes, pluralitymessage, transmitting, selected, number

CR_10 address, IP, localend, located, distribution

[에 지 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 포지션맵]

 ○ 에 지 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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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1 monitoring, part, order, particularpart, specific, indicating, related

CR_12 printing, print, printer, objects, certificate, safety, update, transceivers, addresses, cable, log, video, 
cluster, moneyrequest, receiving, transmitted

CR_13 ID, registration, contents, command, Codecertificate, registers, association, Upon, center, private, 
updating, maintenance, model, domainQoS, metric, threshold, rate, values, active, site

CR_14 router, established, standard, element, endmachine, automated, document, TCP, portion, card, 
banking

CR_15
mobile, networks, transmission, user, packettransmission, time, communicationscommunications, 
providing, includepacket, routing, remoteremote, Internet, configuration

CR_16 gateway, resource, support, establishing, available, new, parametersmaintenance, routers, member, 
wirelessly, account, congestion, beacon, enhanced

CR_17 voice, telephone, Call, session, tree, terminals, switching

CR_18 configuration, link, well

CR_19 devices, area, Access

CR_20 video, implemented, fixed, hardware, screen, unique, length

CR_21 Optical, Circuit, waveguide, media, key

CR_22 transceivers, intended, reduces, query, share, resulting, assigning, interference, designation

CR_19 switching, scheme, terminals, stream, hierarchical, arranged, spanning

CR_20 intelligent, short, hybrid, greater, secure, ID, plant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무선센서 네트워크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소형, 최경량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
이 개발기술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력기반 센서 노드 제조 기술

센서 기반 데이터 장, 가공  처리 기술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설정기술

센서 하드웨어 연동 기술

에 지정보수집시스템

서버 기반 에 지 정보 공유 기술

원격 데이터 수집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처리  설정 기술

에 지 정보 수집  기반 네트워크 연동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리 장치(NMS) 연동  환경 설정기술

역 망 연동 설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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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무선센서 

네트워크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소형, 최경량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이 개발기술
18% - - 18%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9%  - - 18%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 9% -  

력기반 센서 노드 제조 기술 9% - - 9% 

센서 기반 데이터 장, 가공  처리 기술 18% 9% - 27%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설정기술 9%  - - 9% 

센서 하드웨어 연동 기술  - - 9% 

에 지정

보수집

시스템

서버 기반 에 지 정보 공유 기술 27% - - 27% 

원격 데이터 수집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 18% 9% - 18%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처리  설정 기술 18% - 10% 18% 

에 지 정보 수집 기반 네트워크 연동 기술 9%  - - 9%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  - - -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  - -  -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

워크 구축 기술
9%  - - 9% 

리 장치(NMS) 연동  환경 설정기술  - - - - 

역 망 연동 설정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1기업의 결과 임.

 ○ 에 지 리 게이트웨이(EMG) 시스템 분야에서 ‘서버 기반 에 지 정보 공유 기술’

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7%가 보유하고 있으며, 27%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

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센서 기반 데이터 장, 가공  처리 기술’은 보유기술(18%), 소기업형 

기술(27%), 성숙기술(9%)라고 응답하 으며,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처리  설

정 기술’은 보유 기술(18%), 소기업형 기술(18%), 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용량데이터처리기술 



IT융합

- 185 -

   - 통합시스템 로토콜 개발 기술

   - 력 센서 제조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에 지 리 게이트웨이(EMG) 시스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바코드스캐 , 시스템소 트웨어, 자식 운동기구,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력감시제어시스

템, 카드지문인식기  

해외 기업 Siemens, ROBERT BOSCH, CANON(, BRODCOM, PANASONIC

국내 기업
기업 삼성SDS, 삼성 자, LG 자, SK텔 콤

소기업 코리아센터닷컴, 캐노아, 휴모닉, 합성메데아, 아론티, (주)경보, 이디 워, 피에스텍     

 ○ 에 지 리 게이트웨이(EMG)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

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소재 형태의 완제품  단 부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5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에 지 리 게이트웨이(EMG) 시스템 제품을 기업, 소기업 등의 

업체로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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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에 지 리 게이트웨이(EMG) 시스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소재부품을 구매한 후 가공  조

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단 부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무선센서 

네트워크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소형, 최경량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

트웨이 개발기술
특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특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특

력기반 센서 노드 제조 기술 특

센서 기반 데이터 장, 가공  처리 기술 특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설정기술 특

센서 하드웨어 연동 기술 특

에 지정보

수집시스템

서버 기반 에 지 정보 공유 기술 특

원격 데이터 수집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처리  설정 기술 특

에 지 정보 수집 기반 네트워크 연동 기술 특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특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특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리 장치(NMS) 연동  환경 설정기술 특

역 망 연동 설정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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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지 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은 최근 에 지 약  효율성에 한 사회

 이슈로 시 히 연구 개발되어야 할 품목으로 보임.  

   -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은 본 

략제품의 핵심내용에 미흡한 요소기술임.

   -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리 장치(NMS) 연동  환경 

설정기술, 역 망 연동 설정 기술)분야는 기존 망의 활용과 구축분야로 기술개

발 항목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에 지 리게이트웨이(EMG) 시스템을 구 하고 

실용화 하기 한 인 라 기술로 보아야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무선센서 네트워크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소형, 최경량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

웨이 개발기술

력기반 센서 노드 제조 기술

센서 기반 데이터 장, 가공  처리 기술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설정기술

센서 하드웨어 연동 기술

에 지정보수집시스템

원격 데이터 수집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처리  설정 기술

에 지 정보 수집  기반 네트워크 연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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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무선

센서 

네트

워크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소형, 최경량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이 개발기술

노드 : 

20mm*20m

cm*0mcm 

게이트웨이 

: 

90mm*55m

mx25mm

소형/경량 

센서노드  

인터페이스 

모듈 설계

EMG를 한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개발

하드웨어 

디버깅  

소 트웨어 

개발과 시험

소형, 

경량 

센서노드, 

게이트웨이

력기반 센서 노드 

제조 기술

베터리 

교체주기 

2년 이상

력 센서 

노드 설계

력 

센서노드  

싱크노드 

개발

력 

센서노드, 

싱크노드

센서 기반 데이터 

장, 가공  처리 

기술

실시간 DB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 설계

데이터 

마이닝  

통합처리 

기술개발

실시간 DB 

기반 통합 

처리 기술

센서 노드와 센서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설정기술

에 지 

효율 5% 

이상 향상

에 지 

네트워크 

기반 

스 링 

기술 개발

QoS  

실시간 지원 

구   

시험

QoS 지원 

에 지 

네트워크

센서 하드웨어 연동 

기술

멀티홉, 

멀티센서 

지원

멀티홉, 멀티 

센서 연동 

기술개발

멀티홉, 

멀티센서 

연동 S/W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원격 데이터 수집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

매쉬  

계층 

라우

네트워크 

알고리즘 

정의  설계

매쉬  계층 

라우  

로토콜 

구

홈/빌딩/

공장 

제시스템

과의 

DR기반 

연동

메쉬  

계층 라우  

지원 

네트워크 

알고리즘

에 지 정보 수집 

시스템 처리  설정 

기술

DR 지원

DR(Demand 

Response) 

S/W설계

에 지 

최 운  

S/W설계  

IHD 단말기 

구

DR 지원 

IHD 단말기

에 지 정보 수집  

기반 네트워크 연동 

기술

1000건/sec

에 지 정보 

기반 실시간 

트래픽 리 

S/W설계 

실시간 

트래픽 리 

S/W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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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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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위치인지기반의 계량관리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의 계량 리시스템“은 센서노드의 치측 와 

이를 기반으로 건물/지상/지하에 설치된 각종 계량 시스템의 계측정보를 리센

터/모바일/이동탐지체로 송하고 치정보 기반의 실시간 계측 데이트를 이용하

여 종합 인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을 사 에 방하고 효율 으로 

계량시스템을 리하는 스마트 사회 인 라 구축 기술임.

 ○ 상․하수도, 기, 가스, 난방열  등의 주요 시설물이 계량 시스템을 상으로 차

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주요 자원의 수

요 측, 수․유출․  등의 이상 탐지  방, 시설물 리 효율화를 한 

요 기술임.

 ○ 재 계량시스템은 지자체를 심으로 디지털계량기를 상 시설물에 용한 자동 

검침 시스템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스

마트 미터링 기술이 시범 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로토콜과 망으로 

리되고 있어 상호연계에 한 고려가 부족하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 

한 상하수도를 심의 형 시설물 심으로 운 되고 있어 마이크로 그리드  

마이크로 미터링 시스템에 한 지원 방안이 없었음.

 ○ 첨단 계량 리시스템의 구축과 효율 인 통합 리를 해서는 각각의 계량기에서 

LBS  역 이동성이 지원되는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기술이 필요

 ○ 측  기술(LDT)은 크게 GPS와 Cell을 이용한 Outdoor LBS와 센서네트워크를 이

용하는 Indoor LBS로 구분되며, 하나의 기술만으로는 음역지역에 한 치정보 

손실이 발생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계량시스템의 특성(지상시설, 지하시

설, 지 매설, 건물)에 따른 용이 필요함. 

 ○ 센서 네트워크와 기존에 구축된 계량시스템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연동하고 역

이동성을 제공하여 계량시스템의 치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노드/게이트웨

이  리시스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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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에 이르는 계량시스템을 상으로 LBS  역이동성을 지원하는 계량 리

시스템용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은 세계 으로 처음 시도되는 기술임.

나. 범

 ○ (제품 분류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은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측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기존 계량시스템의 첨단화를 한 인

라 기술과 계량 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한 서비스 기술로 구분됨. 국내 소 

계량기시스템 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치정보 기반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공공기   서비스 사업

자를 상으로 용 가능한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 서비스 개발이 합하다

고 단됨.

[차세  센서네트워크 주요제품 분류표]

1차제품분류( 범 ) 2차제품분류( 범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기시스템

지능형 상하수도 계량시스템 

역 이동성  LBS 지원 게이트웨이 시스템

치정보 기반 센서네트워크 랫폼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연계 력, 가스 계량시스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연계 치인지기반 계량 리 기술

치인지기반 복합 미터링 기술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Object 연동 Home DR(Demand Response) 기술

 ○ 최근 에 지 감  그린환경에 한 요성은 세계 인 공통 이슈가 됨. 국내는 

녹색성장 원회를 통해 범부처 책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며 이에 따른 부처 

간 실행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 리 시스템은 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계

량 데이터 획득을 통하여 서로 다른 시설물 리 시스템 상호간의 연계성능 높이

고 지리정보 시스템에 반 함으로써 다양한 첨단 계량 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해서는 계량시스템을 한 치인지기반 센서네트워크 시스템과 

역 이동성이 보장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 등의 인 라 개발이 선행 으로 이루어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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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은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기술개발과 가장 보편 인 시설물인 상하수도에 한 기술 개발이 경제  력

이 클 것으로 기 됨. 특히 상수도의 경우 선진국 심으로 원격검침과 리를 

한 아날로그 유량계에서 디지털 유량계로 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신도시 심으로 환을 추진 임. 국내 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은 무한 상

태에서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지원이 실함. 최근 외국산의 가격이 높아 시범

용에 어려움이 있어 국산화 환도 시 한 상태의 제품군임. 

 ○ (공 망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은 센서 네트워

크  소 트웨어 USN 치인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치인지기반 계량시스템

을 구성하고 치인지기반 계량 리 랫폼을 통하여 시공간 치데이터를 처리하

여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 리 서비스를 제공함.

 ○ (기술 분류체계 ) 계량 리시스템을 한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기반 서비

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를 한 주요 기반 기술은 계량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센서네트워크 기술, 계량기의 치정보를 획득

하기 한 치 측 기술, 획득된 치정보를 가공 분류하는 LBS 랫폼 기술, 

치정보를 이용하여 계량 리시스템에서 다양한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 솔루션 기술인 LBS 응용이 있음.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의 계량 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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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의 계량 리시스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솔루션) 시스템(장비)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계량시스템 센서네트워크
통신칩, 통신모듈, 센서/유량계, 

기/가스미터

상하수도 유량계, 

가스미터, 략양계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 

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Indoor  

Outdoor LBS, 센서노드 측
게이트웨이

치정보 기반 계량 리 랫폼 미들웨어, 네트워크 보안 시설물 리 랫폼, GIS

치정보기반 계량 리 서비스 센서네트워크 응용서비스 리시스템, LBS서비스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기반의 계량 리시스템의 범 는,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기시스템,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 서비스 역을 포함.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기시스템 분야는 소기업 특성에 합한 

련 제품과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까지 포함

2. 기술(특허) 분석10)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USN 치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의 상특허 1,567건 체에 한 각 국가

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일본 특허가 35.5%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 특허의 경우 큰 증가세 는 감소세 없이 꾸 한 출원

이 이루어지다 2007년을 기 으로 4개국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0)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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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G06F 13/00)
256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95

G06F-015
디지털컴퓨터일반(세부사항1/00-13/00);데이터처리장비일반( 상데이터처

리를 한신경회로망G06T) 
82

G08C-017 무선 기망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송장치 60

G08C-015
공통 송로에서 복수의 신호를 송하기 해 다 화로 보내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다 화 일반 H04J)
55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용도의 응용에 특히 합

한 것(G06F 17/00이 우선;  리용, 상업용, 융용, 경 용, 감독용 는 측용으로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54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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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일본출원인이 체 으

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삼극 특허의 비율의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TOSHIBA(JP) 2 1

Cisco  

Technology

(US)

16 0
MATSUSHI

TA(JP)
49 1

2 Panasonic(JP) 3 0 Hitachi(JP) 6 3 NTT(JP) 29 2

3

British  

Telecommunicati

ons public(GB)

2 1 Caliper(US) 1 6
HITACHI

(JP)
28 1

4
Lockheed Martin 

(US)
1 1

Power 

Measurement

(CA)

6 0
TOSHIBA

(JP)
27 1

5
Askoll 

Holding(IT)
2 0

ELECTRO  

INDUSTRIES

(US)

6 0
OSAKA 

GAS(JP)
24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최  출원 51건을 기 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 하다 2008년 39건 출원 이후 지속 인 감소세를 보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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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8C-017 무선 기망의사용을특징으로하는신호 송장치 49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용도의 응용에 
특히 합한 것(G06F 17/00이 우선; 리용, 상업용, 융용, 경 용, 감독용 

는 측용으로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40

G08C-019 기  신호 송방식 41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
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G06F 13/00)

37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
히 합한 형태의 것

36

G06Q-010 리, · 사무 자동화 는 약; 경 , . 인 자원 는 로젝트 리 12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이티와 한국 력공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기업의 경우 리텔 콤 6건, 실버크리  5건으로 악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리텔 콤(KR) 6 이티(KR) 7

2 실버크리 (KR) 5 한국 력공사(KR) 7

3 매트로나코리아(KR) 3 LS산 (KR) 6

4 제노텔(KR) 2 한 이디엔(KR) 6

5 투더블유지(KR) 2 LG텔 콤(K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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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USN 치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에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44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통합검침단말기(1.45), 인증/키 

리 시스템(1.08),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0.87), 무선센서 네트워크(0.72) 순

서로 나타났으며, 통합 검침  단말기가 기술  비교 우 가 높은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무선 센서  네트워크 1.10 495.45 0.94 1.05 0.14 0.72

통합 검침 단말기 0.91 655.65 0.85 0.61 0.03 1.45

인증/키 리 시스템 1.18 304.30 1.27 0.84 0.03 1.08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0.77 99.60 1.52 1.42 0.44 0.87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USN 치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인증/키 

리 시스템(1.19), 무선 센서 네트워크(0.98), 통합검침단말기(0.95), 역 네트워

크 연동 시스템(0.95)인 것으로 악됨.

 ○ 기숙독 지수는 4가지 구성요소  통합검침단말기의 기술독 지수가 459.94로  

상 인 기술독 도가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무선 센서 네트워크 3,276 0.98 284.87 

통합 검침 단말기 5,071 0.95 459.94 

인증/키 리 시스템 2,285 1.19 207.62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915 0.95 334.32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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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무선 센서 네트워크 0.14 0.71 0.98 284.87

통합 검침 단말기 0.03 1.45 0.95 459.94 

인증/키 리 시스템 0.03 1.08 1.19 207.62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0.44 0.87 0.95 334.32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USN 치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이 3.02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

지수는 통합 검침 단말기가 5 으로 악됨. 체 기술 성숙도 지수는 역 네

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3.8 으로 보통 이상의 기술 성숙도를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인증키 리 시스템을 제외 한 모든 구성요소가 3 으로 나타났

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3  미만의 높은 기술 독 도를 보임. 

체 기술진입도 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2.5  미만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

이 하지 않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

경쟁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무선 센서 네트워크 4 1 2.8 3 2 2.5 2.62

통합 검침 단말기 2 5 3.2 3 1 2 2.48

인증/키 리 시스템 2 4 2.8 2 3 2.5 2.62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5 2 3.8 3 2 2.5 3.0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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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차세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시장  련 장비 산업 시장 확  

 → 시장 니즈 1 : 다양한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 범국가 으로 에 지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국에서 에

지 효율을 높이며, 탄소 배출에 IT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제도  정책들이 

조성되고 있음. 그린 IT, 녹색성장,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제도에 효율성과 가시  성과를 해 세계 으

로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시장  련 장비산업 시장이 확 되고 있음.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인지기반 계량 리 시스템은 측 기술의 발 과 함께 다

양한 산업의 응용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어 공 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음. 자산  자원의 효율  리, 서비스의 품질의 극 화

를 꾀할 수 있으며, 국토/건설, 에 지, 환경, 안 , 보안 등의 분야에  유용성

이 확 되는 시 임. 

□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인 라 부족

 → 시장 니즈 2 : 산업의 융복합화를 한 센서네트워크 기반 리 서비스의 개발

 ○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에 한 시장인식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며, 서비스의 성

공을 한 각종 인 라 고도화가 미성숙 단계이나 정부의 다양한 홍보 정책  정

책개발로 국내의 인식이 증 되고 있음. 한 산업의 융합화 과정에서 새로운 센

터네트워크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

 ○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의 지속  성장과 후발국과의 기술  차별화를 꾀하는 

시 으로 정부에선 IT기반의 주력산업을 고도화 시키려는 의지가 강함. 한 이러

한 요구에 부응하기 한 최 의 솔루션으로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시설물 리시

스템과 같은 서비스의 개발이 요

□ 우수한 센서네트워크 응용기술 보유로 시장  기술 우  선  가능

 → 시장 니즈 3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한 치정보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술 

개발

 ○ 차세  센서네트워크 치측  기술은 센서네트워크를 주력 통 산업군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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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토/건설, 에 지, 환경, 안 , 보안 등 공공 산업군에서 용 가능한 유망한 

서비스로 산업별로 특화된 다수의 응용 서비스가 융합되는 기술 분야임. 치정보 

기반 센서네트워크는 새로운 시장창출과 기존산업의 경쟁우 에 있는 산업임.

 ○ 센서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실시간 계측 데이터는 상황인지 기술  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함. 센서네트워크 기술의 경우 응용측

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선도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기술 

우 를 선

요인 Needs

- 차세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시장  련 장비 산업 

시장 확

-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인 라 부족

- 우수한 센서네트워크 응용기술을 활용한 시장  기술 우  

선  가능

⇒

- 다양한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기발 개발

- 산업의 융복합화를 한 센서네트워크 기반 시설물 

리 서비스의 개발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한 치정보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술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요약]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ABI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서비스와 연계된 LBS ( 치기반 서비스) 사용자가 세계

으로 2013년 까지 8,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LBS 사업은 세계시장

에서 연평균 200-300%의 성장률이 상됨

[ 치기반 계량 리 시스템 국외 시장 망 (2011~2015년)]

(단 : 억달러)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2011 2012 2013 2014 2015

치인지 기반의 계량 기기 국외시장 51.5 72.0 130.1 174.6 236.9 47.60

치기반 계량 서비스 국외시장 150.5 173.9 300.8 392.1 517.2 37.70

총계 195.5 236.9 406.8 505.7 643.6 36.12

 ○ 국내 RFID/USN 시장은 한국 RFID/USN 회의 산업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성장률을 반 하여 추정할 때 2008년 약 9천 4백억원 시장에서 2018년에

는 25조 4천 7백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망됨

   - RFID/USN 기기 시장의 경우에는 2008년 약 6천 8백억원 시장에서 2018년에는 6

조 4백억원 정도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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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ID/USN 서비스(소 트웨어 포함) 시장의 경우에는 2008년 약 2천 6백억원 규

모에서 2018년에는 19조 4천 3백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국내 RFID/USN의 세계 시장 유율은 2008년 9.2% 수 에서 2018년에는 20%를 

차지할 것으로 상되며, RFID/USN의 GDP 비  한 2008년 0.09% 수 에서 

2018년에는 0.92% 정도에 이를 것으로 단됨

 ○ 국내 계측기 시장의 경우, 자식 계측기 시장은 2006년 이후 매년 30% 이상의 매

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상되며, USN 련 계측기기술은 매년 2배 이상의 폭발

인 성장이 가 됨

[시장규모]

(단  : 억원)

구  분

연도별 시장 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 수출 소계 수입 수출 소계 수입 수출 소계 수입 수출 소계 수입 수출 소계

지하시설물 측정센서 1197 490 1687 1279 523 1802 1368 560 1928 1467 600 2067 1578 646 2224

USN 랫폼 70 10 80 320 400 80 400 200 600 700 320 1020 786 500 1286

도로와 지하시설물DB 
구축

설계ㆍ시공 600 설계ㆍ시공 1,000 설계ㆍ시공 1,330 설계ㆍ시공 570 설계ㆍ시공 570

 ○ USN 치인지기반 계량 리시스템 산업의 크게 USN 치인지기반 계량기시스템

과 치인지기반 계량 리 시스템 서비스로 구분되며 칩/모듈, 센서, 센서/싱크노

드, 게이트웨이를 생산하는 USN 기기 산업, 네트워킹/보안, 미들웨어 등의 소 트

웨어 산업, 시스템통합, 서비스제공과 같은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됨.

 ○ USN 치인지 기반의 계량 리시스템 시장은 규모는 2011년 4,218억원에서 2015

년 2조 532억원으로 연평균 120%의 폭발 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망됨. 특히 

치인지 기반의 서비스는 2013년 기기 시장을 규모를 뛰어넘어 산업 반으로 확산

될 것으로 단됨.

[ 치기반 계량 리 시스템 국내 시장 망(2011~2015년)]

(단 : 억원)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2011 2012 2013 2014 2015

치인지 기반의 계량 기기 국내시장 2,112 3,684 4,284 4,992 5,580 66

치기반 계량 서비스 국내시장 2,016 3,504 5,568 10,404 14,952 254

총계 4,218 7,188 9,852 15,396 20,53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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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N 치기반 계량 리 시스템의 세부 시장인 치 센서 시장과 GPS 부품 시장

을 바탕으로 USN 치기반 시장의 반 인 시장 황을 추정하고자 함. 

 ○ 먼  2010년 발행된 치 센서 시장을 살펴보면, 체 시장은 연평균 9.6%의 성장

률이 상되며,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이는 분야는 선형 치 센서 시장으로 

단됨. 회  치 센서 시장은 12.5%의 연평균 성장률로 치 센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단 :mil$)  

※ 자료 MarketsandMarkets, 2010. 10 , Global Sensors Market in Consumer Electronics (2010 -2015), GLOBAL 

POSITION SENSORS MARKET 

[ 치 센서 시장 망]

 ○ 최근 GPS 치추  련 기술이 역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술과 연동되어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강 인 정보통신 분야에 한 기술  인 라 

수 과 스마트 폰 사용자를 포함한 련 시장의 수요 증 에 기인하여 치기반 

련 시장을 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GPS 반도체 련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0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8% 성

장률을 보이며, 2014년 33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단됨. 

   - 치 추  련 반도체나 칩, 센서 등의 부품 시장은 고속 인터넷 통신과 3G, 

4G LTE 등의 스마트폰 통신 기술의 발 과 함께 콘텐츠  소 트웨어 시장과의 

연계도 증가 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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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무선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8543.70-9020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100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200

기타센서(액체비 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
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900

벨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100

유량․유속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200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300

속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100

회 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200

기타센서(속도계와 회 속도계, 산회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900

기타센서(오실로스코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기  양의 측정 는 검
사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0.90-19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학식 기기의 진동센서) 9031.90-1111

반도체 제조용의 것(진동센서) 9031.90-1119

기타(진동센서) 9031.90-1190

학식기기의 하 센서 9031.90-1291

기타반도체 제조용의 하 센서 9031.90-1292

기타하 센서 9031.90-1299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정 단  수신기 8517.69-1100

기타(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USN 치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자료: Databeans, 2011.11 , Worldwide GP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

[GPS 반도체 련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USN 치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62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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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통합검침 
단말기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8543.70-9020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100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200

기타센서(액체비 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
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900

벨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100

유량․유속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200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300

속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100

회 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200

기타센서(속도계와 회 속도계, 산회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900

기타센서(오실로스코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기  양의 측정 는 검
사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0.90-19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학식 기기의 진동센서) 9031.90-1111

반도체 제조용의 것(진동센서) 9031.90-1119

기타(진동센서) 9031.90-1190

학식기기의 하 센서 9031.90-1291

기타반도체 제조용의 하 센서 9031.90-1292

기타하 센서 9031.90-1299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정 단  수신기 8517.69-1100

기타(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인증/키 
리 시스템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
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
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
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
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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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USN 치인지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분야의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을 보면, 센

서를 포함한 디텍터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532.6Mil$), 수입(602.9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센서를 포함한 디텍터의 경우 2007년부터 수출규모가 비교  큰 폭으로 증가하

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규모 비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무선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97.02 242.37 364.56 532.57 - 421.36 668.34 527.17 602.99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3.97 3.55 2.46 3.35 2.95 40.32 60.13 63.77 46.89 75.64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 213.91 159.15 35.56 49.22 - 81.94 64.46 66.62 30.52

에 지정보 

수집시스템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97.02 242.37 364.56 532.57 - 421.36 668.34 527.17 602.99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34 2.39 5.29 6.70 8.08 40.32 60.13 63.77 46.89 75.64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 213.91 159.15 35.56 49.22 - 81.94 64.46 66.62 30.52

인증/

키 리

시스템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
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
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
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
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68.71 247.92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
계)

15.23 24.75 21.65 23.32 45.12 13.68 28.70 26.89 37.17 41.5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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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텍터, 온도센서, 진동센서, 인증키 학식 매체, 정 단  수신기 등이 지속 으

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습도센서, 단  

수신기, 반도체용 하 센서,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디텍터, 압력센서, 진동센서, 인증키 학식 매체, 방송용 통신기

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자

동자료 처리 기계

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무선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0.63 -0.47 -0.18 -0.06 수입특화 완화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82 -0.89 -0.93 -0.87 -0.93 수입 특화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

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 0.45 0.42 -0.30 0.23 수출특화 완화

에 지정보 

수집시스템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0.63 -0.47 -0.18 -0.06 수입특화 완화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98 -0.92 -0.85 -0.75 -0.81 수입 특화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

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 0.45 0.42 -0.30 0.23 수출특화 완화

인증/키 리 

시스템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

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

한 것에 한한다)

- -0.83 -0.83 -0.73 -0.74 수입 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 특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

신용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 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

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 특화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0.05 -0.07 -0.11 -0.23 0.04 수출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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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network, system, device, voice, content, printing, device, control, communication, node, mobile, 

sensor, measurement, measuring, actual, technology

CR_2
sensor, protocol, methods, power, message, client, first, module, coupled, input, lineline, signals, 

configured

CR_3
first, connected, service, storage, PLc, client, process, set, operation, Security, addresscontent, 

image, database, state, monitoring, station, Optical, machine

CR_4
road, parking, raw, look, aggregator, ubiquitous, induction, awareness, compressed, trust, trees, 

wheel, burst, localization, determination, measured, block

CR_5
media, identifier, respective, gateway, relay, value, port, broadcast, router, channel, multi, Radio, 

traffic, environment, Security, application, interface, receive, Multiple

CR_6

path, table, determining, Function, channel, station, base, location, path, moduleport, load, current, 

status, position, external, transceiver, switchsafety, slave, master, ports, measurement, alarm, GPS, 

region, SAN

CR_7 service, request, receivedstate, medium, storing, generated, generating, predetermined

CR_8 source, destination, packetsenterprise, authenticate, authenticated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USN 치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포지션맵 작성 

[USN 치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포지션맵]

 ○ USN 치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

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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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node, nodes, pluralitymessage, transmitting, selected, number

CR_10 address, IP, localend, located, distribution

CR_11 monitoring, part, order, particularpart, specific, indicating, related

CR_12
printing, print, printer, objects, certificate, safety, update, transceivers, addresses, cable, log, video, 

cluster, money, request, receiving, transmitted

CR_13
ID, registration, contents, command, Codecertificate, registers, association, Upon, center, private, 

updating, maintenance, model, domainQoS, metric, threshold, rate, values, active, site

CR_14
router, established, standard, element, endmachine, automated, document, TCP, portion, card, 

banking

CR_15
mobile, networks, transmission, user, packettransmission, time, communicationscommunications, 

providing, includepacket, routing, remoteremote, Internet, configuration

CR_16
gateway, resource, support, establishing, available, new, parameters, maintenance, routers, member, 

wirelessly, account, congestion, beacon, enhanced

CR_17 voice, telephone, Call, session, tree, terminals, switching

CR_18 configuration, link, well

CR_19 devices, area, Access

CR_20 video, implemented, fixed, hardware, screen, unique, length

CR_21 Optical, Circuit, waveguide, media, key

CR_22 transceivers, intended, reduces, query, share, resulting, assigning, interference, designation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무선센서네트워크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력기반센서노드 개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술

센서 제어 기반 데이터 수집 기술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요소 기술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 센서 노드 요소 기술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설정 기술

센서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구성 요소 기술

통합검침단말기

검침 단말기 인터페이스 개발 기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측정정보 검색 알고리즘 개발

원격 검침정보 검색을 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술

PLC 연동  통합 검침 단말기 제조 기술

통함 검침 단말기 시스템 개발

인증/키 리 시스템

정보 보호용 보안 장치 기술

인증기반 안정성 보장 기술

근에 한 인증/키 리 기술

정보 외부 노출  방지용 보호 장치 기술

인증/키 리 시스템 구축기술

단말기 인증에 한 요소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역 통신 네트워크 연동  인 라 구축 기술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역 망 연동 설정 기술

역 망 데이터 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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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무선센서

네트워크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 - - -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25% - 8% 17%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8% - 8% 8% 

력기반센서노드 개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술 25% 8% 8% 17% 

센서 제어 기반 데이터 수집 기술 17% 17% - 25%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요소 기술 8% 8% 17% 17%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 센서 노드 요소 기술 8% - - -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설정 기술 8% - - 17% 

센서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구성 요소 기술 - 8% - - 

통합검침

단말기

검침 단말기 인터페이스 개발 기술 8% - - 8%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측정정보 검색 알고리즘 개발 - - - -

원격 검침정보 검색을 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술 8% - - 8% 

PLC 연동  통합 검침 단말기 제조 기술 - - - -

통함 검침 단말기 시스템 개발 - - - -

인증/키 

리 

시스템

정보 보호용 보안 장치 기술 - - - -

인증기반 안정성 보장 기술 8% - - 8% 

근에 한 인증/키 리 기술 8% - - -

정보 외부 노출 방지용 보호 장치 기술 8% - - 8% 

인증/키 리 시스템 구축기술 - - - -

단말기 인증에 한 요소 기술 - - - -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8% - - 8% 

역 통신 네트워크 연동  인 라 구축 기술 8% - - 8%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 - - -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 - - -

역 망 연동 설정 기술 - - - -

역망 데이터 달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2기업의 결과 임.

 

 ○ USN 치인지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에서 ‘ 력 기반센서노드 개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5%가 보유하고 있으며, 17%

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센서 제어 기반 데이터 수집 기술’은 성숙기술(17%), 소기업형 기술

(25%), 라고 응답하 으며,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은 보유 기술(25%), 

소기업형 기술(17%), 공백기술(8%),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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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 치 정보  리 기술

   -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개발

   -  력 네트워크 기반 기술

   - 력 고효율 측정기술  센서 간 네트워크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USN 치인지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 련 기업

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BLU출하공정, 홈 게이트웨이, 차량용 LCD모듈, 음 유량계, LCD합착기, 화재센서 

해외 기업 TOSHIBA, Panasonic, Cisco  Technology, NTT

국내 기업

기업 삼성에스디에스, 삼성 자, 서울이동통신, 통신, 한솔, SK건설, LS산 , LG텔 콤  

소기업
한솔테크닉스, 연합정보통신, 읍니시스템, 드림라인, 두 콜, 코시스텍, 가림티에스, 이넷, 
유개발, 필링크, 한솔 인티뷰

 ○ USN 치인지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단 부품  모듈부품 형태의 완제품을 거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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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N 치인지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재료를 기업  소기업 업체에서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 등의 업체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USN 치인지 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재료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S/W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무선센서

네트워크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특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특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특

력 기반 센서 노드 개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술 특

센서 제어 기반 데이터 수집 기술 특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요소 기술 특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 센서 노드 요소 기술 특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설정 기술 특

센서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구성 요소 기술 특

통합검침단말기

검침 단말기 인터페이스 개발 기술 특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측정정보 검색 알고리즘 개발 특

원격 검침정보 검색을 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술 특

PLC 연동  통합 검침 단말기 제조 기술 특

통함 검침 단말기 시스템 개발 특

인증/

키 리 시스템

정보 보호용 보안 장치 기술 특

인증기반 안정성 보장 기술 특

근에 한 인증/키 리 기술 특

정보 외부 노출 방지용 보호 장치 기술 특

인증/키 리 시스템 구축기술 특

단말기 인증에 한 요소 기술 특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특

역 통신 네트워크 연동  인 라 구축 기술 특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특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역 망 연동 설정 기술 특

역 망 데이터 달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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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

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고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데이터 융합 기반 클러스터링

/계층구조 방식 기술,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설정기술, 

센서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구성요소 기술은 요소기술이긴하나 USN 치기반의 계

량 리 시스템의 내용  체  요도 낮음.  

   - 략제품 (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6개 세부기술)분야는 소기업에서 개발할 

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한 기존 망의 활용과 구축분야로 기술개발 항목으로 보

기 어려워 보임. 

   - 그러나 USN 치기반의 계량 리 시스템 략제품은 역과의 연동은 필수임. 

인증/키 분야는 계량 리에 있어 정보의 보안이 필요시되는 역으로 우선 으로  

정보 외부 노출 방지용 보호 장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은 진 으로 구 할 요소로 우선 순 에서 탈락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무선센서네트워크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력 기반 센서 노드 개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술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요소 기술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 치인식 요소 기술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설정 기술

통합검침단말기

검침 단말기 인터페이스 개발 기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측정정보 검색 알고리즘 개발

원격 검침정보 검색을 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술

PLC 연동  통합 검침 단말기 제조 기술

통함 검침 단말기 시스템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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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

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무선센서

네트워크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베터리 교체 

주기 2년 이상

력 센서 

노드  

인터페이스 

모듈 설계

통합 검침 

단말용 력 

센서노드 

기술개발

통합 검침 

단말용 력 

센서 노드

력 기반 센서 노드  

개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술

에 지 효율 

10%이상 향상

에 지 기반 

네트워크 

라우  

기술개발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원격 검침용 

시스템연동 

 시험

에 지 기반 

네트워크 

라우  기술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망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요소 기술

이종망 

연동(IPV4, 

BCN)

이종망(IpV4, 

BCN) 연동을 

한 네워크 

기술 개발

역이동성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 

역이동성 

지원 게이트 

웨이 네트워크 

기술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 치인식 요소 기술

LDT 시스템 

오차 10m이내

측 (LDT) 

기반 

센서네트워크 

기술설계

실시간 원격 

검침용 LDT 

시스템 개발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원격 검침용 

시스템 연동 

 시험

원격 검침용 

LDT 시스템

력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센서 게이트웨이 

설정 기술

기존 비 

5%d이상 

에터지 감

역이동성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 

기반의 

네트워크 

연공 기술 

시험

역 이동성 

지원 

게이트워이

통합검침

단말기

검침 단말기 인터페이스 

개발 기술

신뢰성 95% 

이상

검침단말용 

인터페이스 

설계

신뢰성 기반 

멀티센서 계량 

단말기 개발

계량단말기용 

인터페이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측정정보 

검색 알고리즘 개발

500건/sec 

이상 실시간 데이터 

기반 측정정보 

검색 알고리즘 

설계

스마트 

그리드 

리시스템과

의 연동 

측정정보 검색 

알고리즘

원격 검침정보 검색을 

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기술

반응시간 

500ms 미만

실시간 

연동테스트 

  안정화 

원격 검침정보 

검색용 

네트워크

PLC 연동  통합 검침 

단말기 제조 기술

PCL, 무선 

자동 환

통합 검침용 

PLC  무선망 

이 화 모듈 

설계
신뢰성 기반 

멀티센서 계량 

단말기 개발

PLC  무선망 

이 화 통신 

모듈

통함 검침 단말기 

시스템 개발

2종이상의 

센서 용 

가능

멀티센서 기반 

계량단말 설계

멀티센서 기반 

계량 단말기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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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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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플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은 기존의 가스미터 시스템에 차세

 센서네트워크 융합기술을 용하여 기존의 공 자 심이 폐쇄 인 단방향 서

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심의 양방향 실시간 정보 교환과 표  열량제도에 응

하는 정  에 지 계측을 통하여 효율 인 에 지 리를 수행하는 스마트 에 지 

미터 기술임.

 ○ 스마트 그리드가 력뿐만 아니라 가스 부문에서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며 장

기 으로 가스 부문이 스마트 그리드 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매개체로 자리잡

을 망으로 국외 Cisco와 IBM과 같은 주요 IT 기업을 심으로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의 장치와 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EMS(Energy Mana- 

gement System)를 통합을 통하여 에 지 효율 제품  솔루션 서비스 시장 선

을 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차세  센서네트워크를 용한 스마트 에 지 미터 기술은 수요자 심의 양방향 

서비스는 기존의 공 자 주의 일 방향 인 에 지 시장구도를 변화시켜 에 지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수요를 다른 시간 로 옮기는 수요반응(demand respond)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에 지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

져올 것으로 상됨.

 ○  세계 으로 일부 스마트그리드 기술  스마트 에 지 미터링 기술은 상용화 

수 에 있지만 상당수 기술이 개발단계에 있으며, 성숙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규

모 시범 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스마트 에 지 미터링 기기의 용이 확  될수록 

늘어나는 방 한 에 지 사용데이터의 효율 인 리 문제와 서로 다른 시스템과

의 상호 연계 문제가 당면 과제로 두되고 있음. 상 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분야의 기술 성숙도가 높고 개발이 빠르

게 개되고 있어 국내 정보통신 기술과 반도체 기술의 강 을 극 활용하여 가

스 부문 스마트 에 지 미터 시스템 시장 선 을 한 지원 방안의 수립이 시 하

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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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그리드 용범  확산에 응해 련 산업화를 한 소기업 육성  지

원 확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력 부문 뿐 아니라 가스, 수자원, 자원 개발 

역에서도 지능형 에 지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기 해서는 기술의 발  양상 

악과 련 산업 확산을 한 선제  R&D 투자와 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상호 

시 지 효과를 얻기 한 통합 인 스마트 에 지 리 시스템에 한 선제  투

자가 필요함.

나. 범

 ○ (제품 분류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은 기존의 가스미터 

시스템에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하여 공 자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

시간 정보를 교환을 통해 에 지 효율을 제고하고, 에 지 네트워크 운 을 효율성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는 리 랫폼 기술과 가스의 발열량이 낮아지는 추세에 

효율 으로 응하고 가스의 열량  품질을 일정하게 공 하기 한 표 열량 제

도에 합한 온압 보정이 고려된 지능화된 력 로우 센서기술로 구분됨.

 ○ 세계 으로 스마트 미터와 통신 인 라가 기반이 되는 AMI 구축사업이 력 부분

에서 본격화 되면서 가스 산업에서도 AMI 효용을 활용하기 한 련 산업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어 국내 소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해서는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개발이 시 하다고 단됨.

[차세  센서네트워크 주요제품 분류표]

1차제품분류( 범 ) 2차제품분류( 범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력 가스 로우 센서

실시간 양방향 가스 에 지 통신 시스템

지능형 가스 에 지 모니터링  리 시스템

가스 에 지 수요반응 서비스 시스템

 ○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상되고 있음. 에 지 수요 증가 속에 에 지 가격 신호에 

기반해 수요를 다른 시간 로 옮기는 수요반응 애 리 이션은 고비용의 자원 수

요를 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존의 공 자 주의 일방 인 에 지 시장 

구도를 변화 시키면서 기업의 범 한 에 지 리 랫폼이나 서비스로서 요

한 역할을 수행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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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수입하는 LNG의 발열량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등지에서 도

입하는 PNG의 경우 표  열량으로 가스를 공 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효율 인 

가스 에 지 공 과 소비자의 편익 증 를 해 도시가스 표 열량 제도를 개선하

고 있어 그에 응하는 온압 보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가스 미터 시스템의 도입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는 상태임.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 미터 시스템은 스마트 미터와 통신 인 라가 기

반이 되는 AMI 구축사업이 력부문에서 본격화 되면서 가스산업에서도 AMI의

효용성을 활용하기 한 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스 사업자의 운

효율성 향상, 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 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스 공  신뢰

성 향상 등의 기  효과가 스마트 가스 에 지 미터 시장의 성장을 진하고 있

음. 국내에서도 소기업을 심으로 차세  센서네트워크를 용한 스마트 가스

미터 시장 진입을 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첨단 력 MEMS/PZT 센

서를 용한 소형 제품 기술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기술 지원을 통한 국내 기

업 육성이 심함. 한 외국산 제품의 경우도 가격이 높아 스마트 가스 미터 확

산에 어려움이 상됨으로 제품의 국산화도 시 한 기술임.

 ○ (공 망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 미터 시스템은 스마트 가스 에

지 미터 장치, 가스 에 지 데이터 센서네트워크, 지능형 가스망 리를 한 시스

템 그리고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서비스 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방향 스마트 계량, 온압 보정을 통한 열량 계수 보정, 지능형 

가스망 모니터링 그리고 실시간 에 지가격 신호 기반 수요반응 애 리 이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기술 분류체계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을 한 주요 

기반 기술로는 스마트 계량 시스템은 첨단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미세 열 센서기반 혹은 PZT 센서기반의 력 유량센서 기술, 온도 압력 보상을 

통한 가스 에 지 열량계수 보정 기술, 양방향 실시간 에 지 데이터 수집  

리를 한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술, 서로 다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상호 연

계를 한 상호연계 시스템 기술, 방 한 에 지 데이터의 효율  리를 한 소

트웨어 기술 그리고 수요반응 서비스를 한 스마트 패드기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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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센서네트워크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솔루션) 시스템(장비)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스마트 가스 에 지 미터 장치 력 MEMS/PZT 센서
가스 미터, 열량계, 온압

보정기, 로우 센서

가스 에 지 데이터 센서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통신칩/모듈, 네트

워크 장치

게이트웨이, 센서네트워

크 노드

지능형 가스망 리 시스템 미들웨어, 네트워크 보안
시설물 리 랫폼, GIS 

시스템

수요반응 서비스 랫폼 센서네트워크 응용서비스
스마트 패드, 스마트폰, 

PC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 미터 시스템의 범 는 스마트 가스 에 지 미터 

장치, 가스 에 지 데이터 센서네트워크, 지능형 가스망 리 시스템, 수요반응 

서비스 랫폼의 역을 포함.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 미터 시스템 분

야는 소기업 특성에 합한 련 제품과 통합 인 스마트 에 지 모니터링  

리 기술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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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11)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566건 체

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53.6%로서 이 분야

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11)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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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1N-027 기 , 기화학  는 자기  수단의 이용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95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89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86

G08C-015 공통 송로에서복수의신호를 송하기 해다 화로보내는것을특징으로하는장치 59

G01F-001
연속류로계기를통과할때의유체혹은유동성고체의체 유량 는질량유량
의측정(체 유량의비례의측정 

50

G01N-021 학  수단, 즉 외선, 가시 선, 는 자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의한 재료의 조사 50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와 삼극 특허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Itron,  Inc. (유럽), Itron,  Inc. (미국), Osaka Gas Co., Ltd (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Itron,  Inc. 12 0 Itron, Inc. 25 3
Osaka Gas 

Co., Ltd
18 0

2

NGK Spark  
Plug 

Company 
Limited

0 4

NGK 
SPARK 

PLUG CO.,  
LTD.

4 13
Tokyo Gas 
Company, 

Limited
13 0

3
NGK SPARK  
PLUG CO., 

LTD.
1 3

DENSO 
CORPORATI

ON
13 1

SANYO 
Electric Co., 

Ltd
9 0

4
Robert Bosch  

GMBH
2 2

Silver Spring  
Networks, 

Inc.
4 10

Panasonic 
Corporation

9 0

5
General  
Electric 

Company
2 2

Elster 
Electricity,  

LLC
13 0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4 1

(2) 국내동향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

면, 2009년 37건 피크치에서 2010년 12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해 2011년 

1건이 출원 된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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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
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29

G08C-017 무선 기망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송장치 18

G08B-025 경보상태의 치를 앙국에통보하는경보시스템, .화재 는경찰 신시스템 15

G06F-019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

15

G06Q-050
특정 업종, . 의료, 공익 사업, 업 는 법률업에 특히 합
한 시스템 는 방법

11

G08C-019 기  신호 송방식 10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에스 이텔 콤 주식회사가 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은 어 라이드 머티어리얼스, 인코포 이티드와 아

틀라스 캅코 에어 워, 남로체벤 트삽의 특허가 4건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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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3
어 라이드 머티어
리얼스, 인코포

이티드
4

에스 이

텔 콤주식회사
5

2
한국가스공사연구

개발원
2

아틀라스 캅코 에
어 워, 남로체 벤

트삽
4 엘지 자 주식회사 5

3 주식회사 실버크리 3

4 (주) 피에스디테크 3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

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55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가스 센서 네트워크 (1.11),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93),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0.80)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스 센서 네트워크가 기술  비교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가스 센서 네트워크 1.09 485.88 0.91 1.01 0.133 1.114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61 62.02 1.43 1.21 0.547 0.926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1.00 304.10 0.99 0.87 0.134 0.797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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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 확보지수는 

가스 센서 네트워크 (1.06), 지능형 가스계량기 연동 시스템 (0.98), 역 네트워

크 연동 시스템(0.82)등의 순서인 것으로 악되었으며, 가스센서네트워크의 패

리 특허수가 3,296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3가지 구성요소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의 기술독 지수

가 548.97로 다른 구성요소 보다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가스 센서 네트워크 3,296 1.06 293.23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579 0.82 548.97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2,073 0.98 305.03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가스 센서 네트워크 0.13 1.11 1.06 293.23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0.55 0.93 0.82 548.97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시스템
0.13 0.80 0.98 305.03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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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의 구

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3.02로 구

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

수는 가스 센스 네트워크가 4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가스 센서 

네트워크가 4 으로 련 인 라구조가 갖춰져 소기업이 진출할 여건이 용이 

한 것으로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이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

는 모든 구성요소가 2 미만으로 높은 기술독 도를 보임. 체 기술진입도 지수

는 모든 구성요소가 2.5미만으로 소기업의 진입 여건이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가스 센서 

네트워크
4 4 4 2 2 2 2.8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5 2 3.8 4 1 2.5 3.02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4 2 3.2 3 2 2.5 2.7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차세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스 AMI 시장  련 장비 산업 시장 확  

 → 시장 니즈 1 :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가스 미터 시스템 개발

 ○ 세계 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에 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국에서 에 지 

효율을 높이며, 탄소 배출에 IT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제도  정책들이 조성

되고 있음. 앞으로 에 지 산업은 지속 으로 지능형 기술의 도입 범 를 넓  나

갈 것으로 상되며 력 부문과 함께 가스 련 분야도 차세  센서 네트워크 기

술을 융합함으로써 에 지 효율성 재고와 련 산업의 확 를 통한 가치 창출 이

어질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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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 미터 시스템은 력부문에서의 스마트 그리드 사

업이 본격 으로 진행되면서 가스 산업에서도 기술 지능형 기술을 통해 사업자의 

효율성 향상, 력소비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추가하게 되었음. 첨단 스마트 미터, 에 지 네트워크 보안기술, 통합에 지 리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표 화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속화  확산 장애요인 극복을 한 R&D 지원이 필요함.

□ 스마트 에 지 미터 기술의 미성숙과 규모 시범 용을 한 인 라 구축이 

필요함

 → 시장 니즈 2 : 효율  에 지 리와 복투자 방지를 한 에 지 통합 리 

서비스 개발

 ○ 재 스마트 미터 시스템은 지자체를 심으로 디지털 계량기를 상 시설물에 

용하는 자동 검침 시스템 구축이 주를 이르고 있으며, 일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미터링 기술이 시범 용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로토콜과 망으

로 리되고 있어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많이 문제 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 산업의 융복합화 과정에서 차세  센서네트워크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주요국  기업은 스마트 미터 시장 선 을 해 스마트 미터 시스템의 구축 

 운용, 련기기의 용과 같은 성과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증 단지 

 시범 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가 력뿐만 아니라 가스 

부문으로 확  되고 있음. 력, 가스, 수자원 등의 에 지 자원의 지능화에 있어 

복투자 방지와 상승효과를 기 하기 해서는 통합 인 에 지 리시스템 개발

이 필요함.

 □ 우수한 국내 센서네트워크 기술  인 라 보유로 기술 우  선  가능

 → 시장 니즈 3 :  력 MEMS 센서와 센서네트워크 응용 기술을 활용한 

력 로우 센서 기반 가스 미터 시스템 기술 개발

 ○ 력 로우 센서 기반의 가스 미터 시스템 기술은 가스 에 지 미터 장치, 가

스 에 지 데이터 센서네트워크, 지능형 가스망 리 시스템, 수요반응 서비스 

랫폼의 역 등의 다양한 산업 기술을 용하여 융합되는 기술 분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기존산업의 경쟁우 에 있는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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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co, intel, Verizon, AT&T, Microsoft등의 주요 IT 기업 등이 스마트 그리드 산

업에 본격 으로 진출하면서 시장 선 을 한 지속 인 기술 투자를 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소기업의 육성을 해서는 선제 인 기술

지원과 정책  R&D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 임. 국내 축척된 실증 노하우와 정보

통신 인 라를 극 활용한다면 세계 인 기업과 등한 경쟁력이 있다고 단됨.

요인 Needs

- 차세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스 AMI 시장 

 련 장비 산업 시장 확  

- 스마트 에 지 미터 기술의 미성숙과 규모 

시범 용을 한 인 라 구축이 필요함

- 우수한 국내 센서네트워크 기술  인 라 보유로 

기술 우  선  가능

⇒

- 차세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 가스 미터 

시스템 개발

- 효율  에 지 리와 복투자 방지를 한 

에 지 통합 리 서비스 개발

- 력 MEMS 센서와 센서네트워크 응용 기술을 

활용한 력 로우 센서 기반 가스 미터 시스템 

기술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요약]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가스미터 시스템에 차세  센서 네트워크 융합기술을 용하여 기존의 공 자 

심이 폐쇄 인 단방향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심의 양방향 실시간 정  에

지 계측을 통하여 효율 인 에 지 리를 수행하는 스마트 에 지 시장으로 변화

하는 추세임. 

 ○ BCC Research 보고서의 GAS METERING, SENSORS/MONITORS 테이블을 보면, 

련 시장은 가스 계측기, 배출가스 측정기, 공공시설용, 폭발용 가스모니터링, 

CNG,  Low gas flow rates 분야로 분류 되어 있음. 

 ○ 가스 계량기, 센서, 모니터링 시장에서 가스 계측기 분야가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4%로 성장해서 2014년 1억 5,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상됨. 

   -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CNG(압축천연가스)로 연평균 12.2%의 성장이 상되

며, 시장 체 가스 계량기, 센서, 머니터링 시장의 규모는 2015년 약 55억 달러로 

연평균 7%의 지속 인 성자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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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가스센서 

네트워크

가스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7.90-9110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무선 화용․무선 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517.62-6039

장 단 수신기 8517.69-1100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 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단 :mil$)

구분 '09 '10 '11 '12 '13 '14 CAGR('09~'14)

 Custody transfer  942 971 1,011 1,053 1,096 1,153 4.1%

 Stack gas  720 801 874 953 1,040 1,113 9.1%

 Utility  690 709 746 785 825 888 5.2%

 Flare gas monitoring  528 566 617 672 732 810 8.9%

 CNG  390 431 484 543 610 694 12.2%

 Low gas flow rates  371 383 406 430 456 498 6.1%

체 3,641 3,862 4,138 4,436 4,759 5,155 7.2%

 ※ 자료 : BCC Research, 2010.08 , Gas Sensors and Gas Metering: Applications and Markets

[가스  계량기, 센서 모니터링 시장 망]

 ○ 국외 Cisco와 IBM과 같은 주요 IT 기업을 심으로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의 장치

와 B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EMS(Energy Management System)

를 통합을 통하여 에 지 효율 제품  솔루션 서비스 시장 선 을 해 기술 개

발을 진행하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와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분야의 기술 성숙도가 

높고 개발이 빠르게 개되고 있어 가스 미터 시스템에 한 집 인 지원을 통

하여, 지능형 가스망 시장 선 을 한 교두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단됨

 

(2) 무역 황 분석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2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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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
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
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
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
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
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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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가스
센서 
네트
워크

가스센서(부분품과 부속품) 8.35 13.27 15.56 16.89 21.29 41.93 45.18 46.84 27.17 43.32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

기기
- 5.96 0.96 1.39 46.28 - 11.47 19.62 10.03 14.63

기타(무선 화용․무선 신

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

기기)

- 84.95 55.08 16.84 13.44 - 17.49 10.58 9.49 15.30

장 단 수신기 - 0.38 0.33 0.19 0.45 - 1.94 2.74 2.79 1.62

단  수신기 - 0.05 1.61 1.27 1.93 - 0.29 0.10 0.08 0.25

기타 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 213.91 159.15 35.56 49.22 - 81.94 64.46 66.62 30.52

역 
네트
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

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6.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

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5.02 6.85 1.08 0.37 0.91 0.46 0.88 0.27 0.74 0.86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

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12.26 16.67 13.30 6.39 9.42 15.84 28.96 21.32 12.61 12.12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

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

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68.71 247.92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

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2.70 4.24 2.61 2.40 1.13 0.74 1.23 1.47 0.4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

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5.93 0.62 6.41 6.71 3.42 17.91 10.05 4.50 7.63 8.64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15.23 24.75 21.65 23.32 45.12 13.68 28.70 26.89 37.17 41.5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수출입 황

 ○ 수출입 황을 보면, 방송 통신용기기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169.9 Mil$), 수입

(683.5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의 방송 통신용기기의 경우 '08년 이후 수출규모와 수

입규모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경우 ‘10년 수입규모 

비 수출규모가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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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기타(방송통신용 는 디지

털 통신용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6.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

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68.71 247.92

* 자료 : KITA.net(한국무역협회)

 

○ 가스센서, 무선 신용 송신기기, 입출력 자동처리 기계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

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단  수신기, 무선 화· 신용 

송신기기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가스센서, 장 단  수신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무선 화· 신용 송신기기, 단  수신기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가스센서 네트워크

가스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67 -0.55 -0.50 -0.23 -0.34 수입특화 완화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 -0.32 -0.91 -0.76 0.52 수출특화 환

기타(무선 화용․무선 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0.66 0.68 0.28 -0.06 수입특화 환

장 단 수신기 - -0.67 -0.78 -0.87 -0.57 수입특화 완화

단  수신기 - -0.69 0.88 0.88 0.77 수출특화 완화

기타 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 0.45 0.42 -0.30 0.23 수출특화 완화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
털 통신용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
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 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
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
징 속에 있는 것)

-0.31 -0.66 -0.86 -0.80 -0.97 수입특화 강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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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ath, determine, set, selected, determiningend, distribution, architecture, usescluster, creation, 

beacon, metering, driver, amplifier, weight, updating, priority, meter, legacy, vehicle, robot

CR_2
station, Radio, channel, configuredbroadcast, relay, value, identifier, table, QoS, flow, baserouter, 

services, gateway

CR_3
management, connection, Multiple, Systems, module, Media, order, parameters, storage, 

performance, virtual, subscriber, port, transport, state, bus, modem

CR_4 parameters, environment, process, gateway, LAN, quality

CR_5
sensor, distributed, power, station, routersignal, signals, servicetraffic, links, pathenergy, period, 

load, model, structure, self

CR_6

server, IP, connected, interfaceOptical, end, client, frequency, video, module, broadcast, resource, 

portion, content, cluster, resource, resources, program, Electronic, mail, Electronic, product, usage, 

center, send, status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

터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 포지션 맵]

  ○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는 19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

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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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7
data, information, one, system, device, devices, area, control, mobile, first, received, protocol, 

signal, packet, message, voice, packet, packets, bandwidth

CR_8

subscriber, line, Transfer, mode, subnetwork, convergence, removed, trailer, reported, PC, speech, 

shaping, endpoint, four, emergency, CPEtunnel, addressed, payload, ends, SAS, subnetwork, 

WPAN, communique, gas, upper, terminating

CR_9 node, nodes, ad, topology, device, parallel, business, supplied, occurs, simultaneously, linkage

CR_10
base, cellular, Circuit, transceiver, elements, metering, downlink, phase, timing, section, 

portionsCircuit, integrated, Ultra, antenna, port

CR_11
message, number, traffic, sensor, addressmeter, electric, spread, utility, backplane, object, browser, 

parallel

CR_12
service, broadband, server, content, streams, GPS, energy, web, key, target, transceivers, unique, 

client, input, monitoring

CR_13 messages, communicate, applicationaddress, response, request, messages

CR_14
mobile, link, Access, networks, transmissionbandwidth, Disclosed, time, terminalterminal, 

processing, different, among

CR_15 hierarchical, computers, computing, collection, stream, characteristics, session, portable, spanning

CR_16 voice, telephone, configuration, well, common, streamswitching, Analog, tree, hierarchical

CR_17
portion, proxy, mechanism, automated, home, machine, banking, unique, interactive, implemented, 

fixed, commands, compression

CR_18 network, data, node, first, Optical

CR_19 user, computer, internet, include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가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하드웨어 구성  연동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복잡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한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가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성 기술

가스 센서 노드 기반네트워크 기술

가스 센서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설정 기술

역 네트워크 데이터 달 기술

역 네트워크 인 라 구축기술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측정 정보 장  리 기술

지능형 계량기 제어 모듈 개발기술

지능형 계량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데이터 정보 공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설정 기술

데이터 송수신을 기반 가스 계량기 연동 기술

가스 센서 노드 연동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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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가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하드웨어 구성  연동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 - - -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 - - - 

복잡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한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 - - -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14% - - 14%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가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 - - -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성 기술 - - - - 

가스 센서 노드 기반네트워크 기술 29% - - 29% 

가스 센서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 - - - -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14% - - 14%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14% - - 14%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  - - -  

역 네트워크 연동 설정 기술 14% - - 14% 

역 네트워크 데이터 달 기술 14% - - 14% 

역 네트워크 인 라 구축기술 14% - - 14%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측정 정보 장  리 기술 -  - - -  

지능형 계량기 제어 모듈 개발기술 29% - - 29% 

지능형 계량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  - 14% - 

데이터 정보 공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14% - - 14%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설정 기술 -  - - - 

데이터 송수신을 기반 가스 계량기 연동 기술 14% - - 14% 

가스 센서 노드 연동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14% - - 14%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력 로우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에서 ‘지능형 계량기 제어 모듈 

개발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9%가 보유하고 있으며, 29%의 기업이 소

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가스 센서 노드 기반네트워크 기술’은 보유기술(29%), 소기업형 기술

(29%), 라고 응답하 으며,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은 보유 기술(14%), 

소기업형 기술(14%), 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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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련 제품
센서노드시스템개발, 네트워크시스템, 원자력안 진단소 트웨어, 이상화탄소센서, 텔 메틱스

장비, 가스센서, 가스경보기  

해외 기업 Itron, Osaka Gas, NGK Spark  Plug Company, Tokyo Gas Company   

국내 기업

기업 SK텔 콤, LG 자, 삼성 자

소기업
유개발, 에스엔알, 에스씨엔티, 에네시스, 실버크리 , 피에르디테크, 아틀라스캄코에어 워

이엔씨, 인바이런먼트리딩테크놀러지, 성히스코, 해송산업, 신우 자, 시오스, 가스트론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력 로우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 련 기

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 력 로우센서 기반의 가스미터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

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단 부품 형태의 소 트웨어를 거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7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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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요소기술 재정비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가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하드웨어 구성  연동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특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특

복잡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한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특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특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가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특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성 기술 특

가스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기술 특

가스 센서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 특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특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특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특

역 네트워크 연동 설정 기술 특

역 네트워크 데이터 달 기술 특

역 네트워크 인 라 구축기술 특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측정 정보 장  리 기술 특

지능형 계량기 제어 모듈 개발기술 특

지능형 계량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특

데이터 정보 공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설정 기술 특

데이터 송수신을 기반 가스 계량기 연동 기술 특

가스 센서 노드 연동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

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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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련 기술분야는 기존 망의 활용과 구축분야로 기술

개발 항목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단지 력 로우 센서기반의 가스미터 시

스템구  시 연동은 되어야 함.

   - 센서 하드웨어 구성  연동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은 제조라는 단어 삭제 요망 

즉,  센서 하드웨어 구성  연동 인터페이스 기술로 변경 요함. 

   - 가스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기술과 가스 센서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은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가스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기술로 단일화 될 

필요 있음. 

   -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설정 기술은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기술로 

변경이 요구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가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하드웨어 구성  연동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복잡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한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가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가스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기술

가스 센서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지능형 계량기 제어 모듈 개발기술

지능형 계량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데이터 정보 공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설정 기술

데이터 송수신을 기반 가스 계량기 연동 기술

가스 센서 노드 연동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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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가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하드웨어 구성  연동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200mW 이하 

력 소모

가스센서 노드  

 인터페이스 

모듈 개발

가스 

센서노드 

인터페이스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클러스토링/

계층 

구조 방식

클러스터링  

계층 구조 방식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 설계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클러스터링/

계층구조 

방식의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

복잡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한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오차 범  

10m 애내

노드 치기반 

라우  알고리즘 

설계, 정의  

치기반 메쉬  

계층 라우  

로토콜 구  

치기반 

네트워크 

라우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동  우선순  

할당 

알고리즘 

지원

동  우선 순  

할당 알고리즘 

설계

 QoS  실시간 

지원 송 기술 

구   시험 

동  우선 

 기반 

QoS 

알고리즘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가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멀티 센서노드 

연동 지원

게이트웨이와 다수의 가스 센서간 

연동 시험

가스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술

가스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기술

멀티 센서노드 

지원

다수의 가스 센서 

노드 연동 

가스 

센서노드 

연동기술

가스 센서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

기존 비 

10% 처리속도 

향상

가스센서 노드  

 인터페이스 

모듈 개발

가스 센서용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디버깅 

 소 트웨어 

개발과 시험 

가스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지능형 계량기 제어 모듈 

개발기술

정 도 

5% 미만

지능형 계량기 

제어기모듈  개발

지능형 

계량기용 

제어기 모듈

지능형 계량기 인터페이스 

제조 기술

내구성 3년 

이상

지능형 계량기 

제어기 

인터페이스 개발

지능형 

계량기용 

제어기 

인터페이스 

데이터 정보 공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실시간 동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지원

IP 기반 데이터 

공융 네트워크 

기술 개발

실시간 동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연동 

시험

동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지능형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설정 기술

자동 설정  

업데이트 

지원

가스 계량기 설정 

설계  업데이트 

방식 알고리즘 

설계  구

가스 계량기 

연동 시스템 

설정 기술

데이터 송수신을 기반 가스 

계량기 연동 기술

500ms 이내 

실시간 

데이터
실시간 가스 

네트워크 연동 

테스트를 한 

테스트 베드 구축

실시간 

연동테스트   

안정화 

가스 계량기 

연동 기술

가스 센서 노드 연동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통신 거리 

20m 이상

가스 

센서노드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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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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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이란 산 정상이나 공 에 산불 감지기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송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산불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 련 기 에 통보하는 

시스템임

 ○ 재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시장의 부분은 열상 카메라를 포함한 특수 

상장비  감지기와 이들 감지기들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유·무

선 통신 시스템,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받은 상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분석 

시스템을 통합 으로 운  리하는 일체형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

 ○ 이들 각종 열화상 카메라, CCTV, CCD 카메라와 각종 감지기는 정 한 산불 유무

를 기에 정 가능한 가와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무선통신 장비 

상 분석  제 시스템은 장  종합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측하고 통보

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 

 ○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시장은U-City 환경의 도입과 더불어 격하게 성장

하고 있음. 한 재 시장은 감지기와 원격 감시 감지 시스템 시장은 특정 장소

에 설치하는 고정형과 이동체(차량)에 탑재, 설치하는 이동형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고정형보다는 이동체(차량) 는 공  부양체를 이용한 시스템의 

시장이 확 될 것으로 단되어 이들 시스템에 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범

 ○ (제품분류 )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은 고정형, 이동형  공 형 시스

템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여기에 RFID/USN과 원격 센싱 기술을 목한 복합형

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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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은 크게 기본 구성에 해당되는 특수 

상 장비  센서, 통신 장비, 상 분석 장비 등으로 구성됨.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유형  구성 시스템 범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세분류표]

분야 분야
소분류

소재/부품 장비

고정형
이동형

공 부양형

감지기  감지기 칩
연기 감지기, 온도 감지기, 가스 감지기, 
TAG

감지기 제조 장비, 감지기 분석 장비, 
감지기 성능 측정 장비

감지기 모듈/특수 상 장비
열상 카메라, CCD/CMOS 카메라  
감지기 모듈, 지능형 CCTV
RFID/USN

카메라 성능 측정 장비, 즈 가공 장
비, 감지기 모듈 장비 

송 시스템 유·무선 통신 장비 통신 성능 측정 장비

산불 감시 분석 정 시스템
상 리 서버, 상 제 시스템, 

상 분석 소 트웨어
상 성능 분석 장비

2. 기술(특허) 분석12)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지능형 화재 리 시스템 분야의 상특허 2,312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55.1%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2)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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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유럽특허의 경우 큰 증가세 는 감소세 없이 꾸 한 출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특허는 지속 인 증가 추세 이후 2005년부터 감

소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
를 한 신경회로망 G06T)

88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
한 형태의 것

81

G08B-017 화재경보 폭발에 반응하는 경보(열 반응 요소 G01K) 41

A62C-003 특정한 상 는 장소에 특히 합한 화재 방, 억제 는 소화 34

A61K-031 유기 활성 성분을 함유 하는 의약품 제재 33

G08B-025 경보상태의 치를 앙국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 화재 는  경찰 신시스템 35

[IPC 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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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체 특허에서는 일본의 

특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극 특허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악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arconi  

Intellectual 

Property

0 4 MICROSOFT 13 2
MATSUSHITA  

ELECTRICS
22 0

2 Xigen S.A. 3 0 HONEYWELL 9 1 HITACHI 15 0

3 EATON(US) 2 1
SAMSUNG 

ELECTRICS
6 3

MITSUBISHI 

ELECTRICS
14 0

4 SAAB AB(SE) 2 0 IBM 7 1 NOHMIBOSAI 9 0

5 MICROSOFT 1 1 SIEMENS 7 0 RICOH 8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최  출원 52건을 기 으로 감소 환하

여 2008년 35건을 기 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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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 25

G08B-025 경보상태의 치를 앙국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19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 14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G06T)
12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 12

A62C-003 특정한 상 는 장소에 특히 합한 화재 방, 억제 는 소화 9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악되었고, 소기업은 씨씨로지스 3건 , 포스코이구택 2건으

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4 씨씨로지스 3 자동차 15

2 한국해양연구원 2 포스코이구택 2 기아자동차 8

3 다스 2 노틸러스효성 5

4 디에스원 2 삼성 자 4

5 서울통신기술 2 린나이코리아 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지능형 화재 리 시스템의 구성요소 에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

요소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으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쟁력이 0.64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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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상 리시스템(1.99), 역

네트워크 리시스템(0.99), 무선센서 네트워크(0.94), 센서(0.91) 순이며, 상 리 시

스템의 기술  비교 우 가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무선 센서 네트워크 1.08 551.29 0.86 1.00 0.15 0.94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62 69.03 1.39 1.05 0.64 0.99

센서 1.01 594.84 0.97 0.98 0.14 0.91

상 리 시스템 0.98 58.84 1.81 0.75 0.05 1.99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지능형 화재 리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1.07), 

센서(1.02), 상 리 시스템(0.85), 역 네트워크 리 시스템(0.66)인 것으로 

악됨 

 ○ 기술독 지수는 4가지 구성요소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의 기술독  지수

가 837.05로 높은 기술독  수 으로 악되었으며, 출원 기업에 의한 특허가 집

된 것으로 보임.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무선 센서 네트워크  5,404 1.07 314.76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732 0.66 837.05 

센서  5,942 1.02 241.67 

상 리 시스템   505 0.85 361.11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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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시장확보 지수 기술독 도

무선 센서 네트워크 0.15 0.94 1.07 314.76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64 0.99 0.66 837.05

센서 0.14 0.91 1.02 241.67

상 리 시스템 0.05 1.99 0.85 361.11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지능형 화재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3.48로 구성요소  소기업

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

지수는 상 리 시스템이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조 지수는 역 네트

워크 연동 시스템이 4.2 으로 련 인 라구조가 갖춰져 소기업 진출 여건이 

용이 한 것으로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

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2  미만으로 높은 기술독 도를 보임. 체 기술진입도 지

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3  미만으로 보통 수  악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무선 센서 

네트워크
4 2 3.2 2 2 2 2.48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5 3 4.2 5 1 3 3.48

센서 4 2 3.2 2 2 2 2.48

상 리 시스템 3 5 3.8 4 2 3 3.3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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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 니즈 1 : 가격화, 고화질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 재의 지능형 CCTV나 열상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은 

설치 단가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이며, 비 은 기술개발을 통해 선명화, 

원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과 련된 산업체 지원 필요함.

□ 시스템 통합형 산불 감시 시스템 용 증가 망  

 → 시장 니즈 2 : 산불 감시, 정, 통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 

 ○ 지능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은 산불의 감시, 산불 유무 정, 유  기  통보를 

특수 상 장비  감지기, 무선 송을 포함한 통신장비, 특수 상 장비로부터 얻

어진 상정보와 센싱 값을 분석하기 한 상분석 장비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자

동으로 유 기 에 통보하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산불 감시 시스템이 무인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감시, 통보, 조치로 이

어질 수 있도록 IPC 분류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해야 시장 확 에 기여 가능

□ 수입 장비, 부품소재 가격 등 등으로 인한 수  불안정성

 → 시장 니즈 3 : 국산 장비,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카메라 모듈

 ○ 특수 상 장비인 열상 카메라, CCD 카메라  지능형 CCTV 등의 카메라 기술

의 경우 핵심이 즈 기술이며 여 히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서 제

조 단가 증가, 기술문제 해결 지연 등의 문제가 존재

 ○ 특수 상장비에 사용하는 카메라의 즈, 연기  온도 감지기 등의 국산화를 통

한 단가 감과 소싱 기업 다변화를 통한 수  불안정성 해소 필요  

□ 련 상  통신 모듈 등 우수한 기술 활용 가능 

 → 시장 니즈 4 : 고화질, 고속 송의 통신 기술 요구

 ○ 한국은 반도체, 상, 무선 송 기술 분야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특수 상 장비  감지기 기술 우  확보 가능



IT융합

- 247 -

 ○ 생산기술의 진보로 높아진 상 감지 기술에서의 고화질 상 장비 기술 성능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 하고 산업을 진하는 요소로 작용

요인 Needs

- 가격 경쟁력 요구

- 시스템 통합형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용 증가 

망

- 수입 장비, 부품소재 가격 등 등으로 인한 수  

불안정성

- 련 반도체, 상 무선 송 기술 등 우수한 기술 

활용 가능 

⇒

- 가격화(cost down) 지능형 무인 산불감지 시

스템

- 경량화, 일  패키지형 통합 시스템

- 국산 장비,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카메라 

즈  감지기

- 고화질 상 카메라  즈 설계 기술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각 국가들의 산림자원 보호와 CO2 감에 한 산불방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지

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 련 시장은 2010~2015년에 연간 30% 이상 성장이 망됨

   - 지능형 산불감시 시스템은 특수 상장비, 센서 모듈, 상 리 서버, 통합 상

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품 통합 특성이 있으며 이제 시장이 형성하는 시기임.

   - 따라서 지능형 산불감시 시스템의 종류와 계없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

능형 CCTV를 포함한 특수 상장비로 시장을 추정함. 

   - 지능형 CCTV의 시장 망은 2010년 약 1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2011년

에는 17억 9,5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상됨

   - 지능형 CCTV를 기반으로 지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은 10%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

정하여 2010년에 9000만달러에 이르고 2015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상되며 2015년에 4억 56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망됨

[지능형 CCTV  지능형 산불감시 시스템 시장 망]

(단 : 백만 달러)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성장률(%)

지능형 CCTV 1,795 2,423 3,271 4,415 5,960 35

지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
179 268 402 603 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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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Security & ID for IMS Research, EIC(2006-2011)를 기반으로 2011-2015년까지 연평균 35% 성장 상 추정 용 한 후 

지능형 산불 시스템은 지능형 CCTV 시장의 10%로 추정하고 연평균 50% 성장 용(기업체  문가 의견 종합) 

[세계 지능형 CCTV 시장 망]

 ○ CCTV(CCTV 카메라 + DVR)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1년 3조 514억원에서 2015년 

6조 3270억원으로 연평균 2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망됨.

   - 지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 시장은 CCTV 시장의 5%정도 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연평균 20%성장할 것으로 망되어 2015년에는 31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상됨

[CCTV  지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의 국내 시장 망(2011~2015년)]

(단 : 억원)

         년도

  구분

시장규모
성장률(%)

(2011~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CCTV

카메라
국내시장 23,207 27,833 33,417 40,100 48,120 20

DVR 국내시장 7,307 8,768 10,521 12,625 15,150 20

CCTV

합계
국내시장 30,514 36,601 43,938 52,725 63,270 20

지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
국내시장 1,524 1,829 2,194 2,632 3,158 20

※ 자료 : CCTV 카메라  DVD: KEA, " 2008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2010을 기 으로 성장률 추정(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0%성장, 2011 이후 20% 성장 상 추정 용), 지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 CCTV 카메라 시장의 5% 용, 성장률 

20%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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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EA, " 2008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2010을 기 으로 성장률 추정

[국내 지능형 산불 감시 시스템 시장 동향]

 ○ 지능형 화재 감시 시스템의 표 인 시장인 화재감지 외선 열상 카메라 시장과 

이미지 센서 시장을 바탕으로 체 시장을 추정 하고자 함. 

 ○ 화재감지 외선 열상 카메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약 20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9%의 성장을 통해 2014년 31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상됨

   - 지능형 화재 감시 시스템 시장에서 화재감지 외선 열상 카메라 분야는  련 

센서 시장과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상 리 시스템 시장에 가장 한 시장

으로 단됨.

※ 자료 : infiniti research(customer research), Fire Detection IR Thermal Camera 

[화재감지 외선 열상 카메라 시장 망]

 ○ 지능형 화재 감시 시스템 시장의 센서 시장의 주요 부품이라 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살펴보면 연평균 11.4% 성장률이 기 되며 2009년 약 50억달러에서 

2014년 100억달러 규모로 약 2배의 성장이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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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무선센서 

네트워크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100

화재경보기 8531.10-2000

부분품(도난경보기 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90-1000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장 단 수신기 8517.69-1100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 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지능형 화재 감시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자료 :MarketsandMarkets), 2010.10, Global Sensors Market in Consumer Electronics 

[ 로벌 센서 시장 내 이미지 센서 시장 망]

   - 이미지 센서 시장은 화재감시 련 센서 시장과 상 리 시스템 시장의 규모나 

성장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 인 시장으로 단됨. 

   - GLOBAL IMAGE SENSORS MARKET 보고서 결과를 토 로 화재감시 시스템의 

센서 분야 시장과 상 리 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이 기 되

는 분야임.

(2) 무역 황 분석

□ 지능형 화재 감시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8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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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

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

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

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

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

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

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센서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100

부분품(도난경보기 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531.9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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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상 리 

시스템

녹화기용의 것(텔 비  카메라) 8525.80-1010

모니터용의 것 (텔 비  카메라) 8525.80-1020

기타(텔 비 카메라) 8525.80-109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

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

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

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

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

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

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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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국내 수출입 황을 보면, 텔 비  카메라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364.9Mil$), 

수입(66.3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상 리 시스템의 기타(텔 비  카메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흑자를 

기록하 으며, 2009년 수출규모가 소폭 감소하 으나, 2010년 수출규모가 다시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무선
센서 네트

워크

화재경보기 5.42 1.68 2.61 3.54 3.91 15.88 18.54 18.82 24.82 19.30

부분품(도난경보기 
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14.33 13.57 11.83 10.74 8.31 33.93 38.15 43.38 32.30 38.36

기타 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송
신 는 수신을 
한 기기

- 213.91 159.15 35.56 49.22 - 81.94 64.46 66.62 30.52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
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앙처리장치의 자
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
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6.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
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
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5.02 6.85 1.08 0.37 0.91 0.46 0.88 0.27 0.74 0.86

센서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8.59 10.18 7.05 8.35 16.64 19.19 19.59 17.97 17.67 19.62

부분품(도난경보기 
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14.33 13.57 11.83 10.74 8.31 33.93 38.15 43.38 32.30 38.36

상 리 
시스템

녹화기용의 것
(텔 비  카메라)

- 1.61 2.83 0.64 0.94 - 10.88 7.77 5.45 7.16

모니터용의 것
(텔 비  카메라)

- 378.03 428.60 374.26 364.98 - 35.06 48.90 47.67 66.32

기타(텔 비
카메라) 

- 62.22 72.80 59.75 119.78 - 48.23 45.73 41.15 64.90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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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시버, 무선 신용 송신기기, 화제경보기, 도난경보기, 온도센서 등이 지속 으

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디지털 통신기기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온도센서, 화제경보기, 도난경보기, 녹화기용 텔 비  카메라 등

   - 수출 특화 분야 : 디지털 통신기기, 기타(텔 비  카메라)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무선센서 

네트워크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38 -0.32 -0.44 -0.36 -0.08 수입특화완화

화재경보기 -0.49 -0.83 -0.76 -0.75 -0.66 수입특화

부분품(도난경보기 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0.41 -0.48 -0.57 -0.50 -0.64 수입특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83 0.77 0.60 -0.33 0.03 수출특화완화

센서

온도센서

(부분품과 부속품)
-0.38 -0.32 -0.44 -0.36 -0.08 수입특화완화

부분품(도난경보기 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0.41 -0.48 -0.57 -0.50 -0.64  수입특화

상 리 

시스템

녹화기용의 것

(텔 비  카메라)
- -0.74 -0.47 -0.79 -0.77 수입특화강화

모니터용의 것

(텔 비  카메라)
- 0.83 0.80 0.77 0.69 수출특화완화

기타(텔 비 카메라) - 0.13 0.23 0.18 0.30  수출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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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acket, routing, link, bandwidthbandwidth, Disclosed, providing, terminalterminal, processing, 
remote

CR_2 data, wireless, onedevice, devices, mobilemobile, networks, plurality

CR_3 received, transmitting, transmittedunit, configured, video, RadioRadio, frequency, channel

CR_4 terminals, common, realvoice, telephone, terminals, different, switching, hierarchical

CR_5 service, protocol, serverspatial, fading, matrix, devicesresource, resources, Electronic, program, 
mailportion, proxy, home, machine, operates, banking

CR_6 node, nodes, ad, device, firstsource, number, packets, twomessage, request, sourcealarm, event, 
detected, GPS, multicast, field, key, meter, interference, fixed

CR_7 controller, transceiver, parameters, distributed, operationrelay, set, path, controllerchannel, 
traffic, highOFDM, bands, wiring, optimum, ratio, coaxial, modulation, loading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능형 화재 감시시스템 포지션맵 

작성 

[지능형 화재 감시시스템 포지션맵]

 ○ 지능형 화재 감시시스템 분야는 19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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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broadcast, accordance, group, new, level, value, subscriber, modulevalue, rate, environment, 
reception, generatingedge, UWB, section, file, name, buffer, object, reference, congestion, 
amplifier

CR_9 network, system, node, sensor, lightfirst, second, signal, packet

CR_10
multicast, delay, amount, state, scheduling, flow, identifier, vehiclestorage, stored, 
capabletiming, clock, loop, stage, narrowband, error, symbol, aggregation, satellites, primary

CR_11 QoS, routes, MANET, intermediate, neighboring, topologygateway, LAN, available

CR_12
server, IP, connected, managementlight, detector, heat, motor, universal, cluster, facilitate, 
parallel, magnetic, legacy, images, RS, robotaudio, display, required, transport, Monitor

CR_13 narrowband, Fast, telecommunication, switcheswideband, Band, RF, antenna

CR_14 signal, received, servicestation, base, unit, message, Mediamanagement, interface, associated

CR_15 services, Function, singlecontent, multimedia, specific, web, addition

CR_16
Media, location, services, storage, router, relayimage, camera, Security, broadcast, units, 
QoSmodule, adapted, line, Circuit, widebandrouter, point, gateway

CR_17 sensor, smoke, station, voice, Optical

CR_18 Optical, end, element, image, resource, portion, alarm

CR_19 smoke, Fire, sensors, monitoring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무선센서 네트워크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효율 인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데이터 융합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환경 요소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기술

무선 안테나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IP 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역 네트워크 기반 연동 시스템 개발

센서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

센서노드기반시스템구축기술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센서 노드와 결합된 하드웨어 기술

상 리 시스템

자동 감시를 한 상 장  처리 기술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설계 기술

자동형 화재 감시용 센서 제조 기술

상 리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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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무선센서 

네트워크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 - - -

효율 인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 - - -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 - - -

무선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 - - -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환경 요소 기술 - - - -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기술 - - - -

무선 안테나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 - - -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 - - -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 - - -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 - - -

역 네트워크 기반 연동 시스템 개발 - - - -

센서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 33% - - 33% 

센서노드기반시스템구축기술 44% - - 44%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11% 11% - 11% 

센서 노드와 결합된 하드웨어 기술 11% - - 11% 

상 리 

시스템

자동 감시를 한 상 장  처리 기술 33% 11% 22% 11%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설계 기술 11% - 11% -

자동형 화재 감시용 센서 제조 기술 - - - -

상 리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 기술 22% 11% 11% 33%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9기업의 결과 임.

 ○ 지능형 화재 감시 시스템 분야에서 ‘센서노드기반시스템구축기술 ’은 설문 응답 기

업 가운데 44%가 보유하고 있으며, 44%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은 보유기술(33%), 소기업형 기술

(33%), 라고 응답하 으며, ‘자동 감시를 한 상 장  처리 기술’ 은 보유 

기술(33%), 성숙기술(11%), 공백 기술(22%), 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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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기술

   -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기반 로그램 설계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지능형 화재 감시 시스템 분야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센서노드시스템개발, 네트워크시스템, 원자력안 진단소 트웨어, 화제경보시스템, 자동 환기

시스템, 상 송장치 

해외 기업 Marconi Intellectual Property, MICROSOFT, EATON, IBM 

국내 기업

기업 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 자, 노틸러스효성, 린나이

소기업
유개발, 에스엔알, 에스씨엔티, 에네시스, 씨씨로직스, 디에스원, 이엔씨, 성히스코

신우 자, 가스트론, 해승산업  

 ○ 지능형 화재 감시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

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이상이 소

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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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무선센서네트워크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특

효율 인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특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특

무선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요소 기술 특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환경 요소 기술 특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기술 특

무선 안테나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특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특

역 네트워크 기반 연동 시스템 개발 특

센서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 특

센서 노드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특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특

센서 노드와 결합된 하드웨어 기술 특

상 리 시스템

자동 감시를 한 상 장  처리 기술 특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설계 기술 특

자동형 화재 감시용 센서 제조 기술 특

상 리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종단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데이터 융합 기반 클러스터링/

계층 구조 방식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환경 요소 기술은 무선센

서네트워크 분야에서 향후 화재감시를 해 필요한 핵심기술이라 사료되고, 소

기업이 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 사료됨.

   -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은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화재 발생시 안

정 인 IP통신망을 통해 리센터로 정보를 송하기 하여 필요한 기술이며, 

소기업이 개발 가능한 기술임.

   -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센서 노드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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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하드웨어 기술은 소기업이 개발하기에 가장 합하고, 화재감시를 하여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며, 아직까지 센서의 결함 등 기술발 이 필요한 분야임.

   - 자동감시를 한 상 장  처리기술,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설계 기술, 자동형 화재 감시용 센서 제조 기술, 상 리 시스템 네

트워크 개발 기술은 화재감시를 한 시스템 기술로서, 핵심 S/W 기술에 해당됨. 

소기업에서 개발하기 합하고, 화재감시의 자동화를 해 요한 기술임. 

   - 효율 인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은 센서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타 연구사례가 있고, 아직 기술  완성도가 미흡하여 소기업이 개발하기에 험

이 많음.

   - 무선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요소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기

술, 무선 안테나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은 유  연구 사례가 많고, 재 실용화

가 되어 있는 기술임.

   - BcN기반 네트워크 구축기술,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역 네트워크 기반 연동 시스템 개발은 기존 연구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 임.

   - 센서 노드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은 USN 사업 등을 통해 구축 사례가 많이 있으

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 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무선센서네트워크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환경 요소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센서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센서 노드와 결합된 하드웨어 기술

상 리 시스템

자동 감시를 한 상 장  처리 기술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설계 기술

자동형 화재 감시용 센서 제조 기술

상 리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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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무선센서

네트워크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식 

기술

- 무선기반 실시간 

데이터 송기술

- QoS정책수립

- Data Distribution 

Service

- 1:1,1:N,N:M 송기술

종단간 테이터 

송 지연 

정의   

품질, 실시간 

송 책 

분석

 데이터 송

지연에 의한 

품질확보, 실

시간 송 기

술 개발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 S /실시간 

방식 

기술 개발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 센서노드클러스터링 

기술

- Fail-over기술

- 로드밸런싱기술

- 상하  노드데이터 

융합기술

지능형화재 

자동감시융합 

데이터 정의  

 융합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 분석

지능형화재자

동감시융합데

이터  처리 기

반 기술개발: 

클 러 스 터 링 , 

최  계층구조  

개발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

터링/계층 구

조 방식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환경 요소 

기술

　

무선네트워크  

환경요소기술 

정의

상데이터

리시스템네트

워크주요구성

요소기술개발 

　

무선 센서 네

트워크 구축

을  한 환경 

요소 기술 개

발

역 

네트워크 

연동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 유무선IP기반 달망 

구축

- 유무선 달망 기반 

센서노드 목

지능형 감시  

정보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기술 정의 

 설계

지능형 감시  

정보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요소기술 

개발

지능형 감시  

정보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개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센서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

야간화재감시

- 상,온도센싱모듈

- 설치용이성확보

- 환경 합성확보

지능형고성능

센서모듈정의

설계 

지능형고성능

센서  모듈 

인증모델 개발

지능형고성능

센서  모듈 

상용 모델 

개발

감시 

시스템용 

고성능  

센서모듈 

개발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 주야간시인성확보

- 다센서융합

- 설치용이성확보

- 환경 합성확보

지능형  

화재감시용 

멀티센서 정의 

 설계

지능형  

화재감시용멀

티센서 

인증모델 개발

지능형  

화재감시용멀

티센서 

상용모델 구

모니터링용 

멀티 센서 

개발

센서 노드와 

결합된 하드웨어 

기술

　

지능형화재감

시센서노드결

합하드웨어요

소기술정의  

 분석

센서노드 결합  

트랜시버, 

원장치, 

BcN인터페이

스 장치 

Prototype 

개발

센서노드 

결합트랜시버, 

원장치, 

BcN인터페이

스장치상용모

델  개발

센서 노드와 

결합된 

하드웨어  

기술개발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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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상 리
시스템

자동 감시를 한 
상 장  처리 

기술

- 상인코딩/디코딩 
알고리즘

- 상데이터 장 
알고리즘

- 상데이터검색 
알고리즘

- 상처리기반화재인
지알고리즘

-화재 단  경고 
알고리즘

지능형 
화재감시  
상데이터 

속성기술 분석

지능형 
화재감시 
상데이터 

장 기술개발

지능형 
화재감시  
상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자동 감시를 
한 상 

장   처리 
기술 개발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설계 

기술

-무인산불 리서비스 
제공 아키텍처설계

-다매체서비스제공방
안수립

-가상 실, 증강 실 
등 서비스 설계

-효율 인 산불 정보 
제공방안수립

지능형 화재  
자동감시 

서비스 정의 
 리 

로그램 개발

　

지능형 자동 
화재감시 

서비스 리 
로그램 

고도화

무인 산불 
리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한 
로그램 
개발

자동형 화재 
감시용 센서 제조 

기술
　

지능형 
화재감시용 

센서제조기술
정의  설계

지능형 
화재감시고성

능센서 
제조기술개발

지능형화재감
시고성능센서 

제조기술 
고도화

자동형 화재 
감시용 센서  
제조 기술 

개발

상 리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 

기술

-트래픽기반 CDN 
구축기술

- 멀티캐스트 기반 
송 기술

데이터 리시
스템 네트워크 

요소 정의 

상데이터
리시스템네트
워크주요구성
요소기술개발 

　

상 리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 기술 

개발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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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구현을 위한 지능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지능형 기환경 감시 시스템이란 계획   정규 으로 기환경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인간생활을 한 최 기환경 조건을 도출하는 모델을 정립하고, 재 

기 상태에 합성 여부에 한 단과 부 합성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지능형 기환경 감시 기술은 기환경 정보 감지(sensing) 기술, 감지한 데이터 

수집  분석기술, 실시간 정보 제공기술로 분 됨.  

 ○ 지능형 기환경 감시 시스템은 온도, 습도, 자외선(UV: ultraviolet), 조도, 이산화

탄소, 오존 농도, 황사 농도, 질소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 측 감지기  

원격 감시 시스템, 감지기  감시 시스템의 치를 악하는 치 기반 시스템, 

이들 시스템에서 취득한 감지  치데이터를 송하는 유·무선 통신 시스템  

수집된 정보를 분석, 가공, 장, 처리  제공하는  종합 상황 리 시스템으로 구

성됨

 ○ 이들 각종 감지기들은 정 한 감지가 가능한 가와 고성능을 요구하고 있으

며, 감지기와 통신 장비, 치기반 시스템과 종합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측하고, 

실측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 감시/분석/통보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요구

하고 있음. 

 ○ 재 지능형 기환경 감시 시스템 시장은 U-City 환경의 도입과 더불어 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한 재 시장은 감지기와 원격 감시 감지 시스템 시장은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고정형과 이동체(차량)에 탑재, 설치하는 이동형 시스템으로 형성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고정형보다는 이동체(차량) 는 공  부양체를 이용한 시

스템의 시장이 확 될 것으로 단되어 이들 시스템에 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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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

 ○ (제품분류 ) 지능형 기환경 감시 시스템은 고정형, 이동형  공 형 시스

템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RFID/USN,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센싱 기술을 목

한 복합형 모두를 포함함.

 ○ (공 망 ) 지능형 기환경 감시 시스템은 감지기  카메라 등 기 측 감

지기  원격 감시 시스템, 이들 시스템의 치정보를 수집하는 치 기반 시스템, 

수집된 감지  치 데이터를 송하는 통신 시스템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정  통보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됨.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 유형  구성 시스템 범 ]

[지능형 기환경 감시 시스템 주요제품 세분류표]

분야 분야
소분류

소재/부품 장비

고정형

이동형

공 형

 감지기  

카메라 등

감시 카메라, 환경계측 장치, 원격 감지 기술
원격 감지 분석 장비, 

환경 계측 장비 등

가스 감지기(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오존 , 

질소 산화물, 유기 화합물), 습도 감지기, 분진 매연 감

지기, 이온 감지기, UV 감지기, 조도 감지기 등

감지기 분석 장비 

치 기반 시스템  LBS, GPS 치 기반 인식 정 도 측정 장비

통신시스템 유·무선 통신 시스템 통신 성능 분석 장비

기환경정보

시스템

기 환경 정보 리 서버, 상 제 시스템, 기 환경 

분석 소 트웨어
기 환경 통합 성능 분석 장비

 

 ⇒ 지능형 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범 는 원격 감시 시스템, 각종 센서, 치기

반 시스템, 각종 센서  치 기반 시스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송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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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기환경 정보시스템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원격 감시 시스템  

센서, 치기반 시스템, 통신 시스템, 기환경정보시스템  역을 포함. 기술

으로는 각종 기 측 센서를 통하여 기 환경 데이터 센싱을 포함한 원격 감

시 시스템, 각종 센서의 치를 악하기 한 치기반 시스템, 이를 센서 네트

워크를 통하여 기환경정보 시스템에 송하는 통신 기술  기환경 정보시스

템에서의 기 환경정보를 분석하는 분석 기술 등 지능형 기 환경 모니터닝 시

스템 제조를 한 부품소재 등의 특징이 있는 기술 뿐 아니라, 련 소 트웨어 

기술까지 포함

2. 기술(특허) 분석13)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U-City 구 을 한 지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의 상특허 1756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52.2%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특허의 경우 큰 증가세 는 감소세 없이 

꾸 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8년을 기 으로 4개국 모두 감소라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출원동향]

13)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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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F24F-011 제어 는 안 방식 는 장치 205

B60H-001 난방, 냉방 는 환기장치 85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용도의 응용에 

특히 합한 것
57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49

F25B-049 제어 는 안 장치의 배치와 장착 34

F24F-007 환기 28

[IPC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일본 출원 기업의 특허 

등록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나, 삼극 특허 건수가 부분 0건으로 나타남. LG 

자는 유럽과 한국에서 상  출원 기업으로 악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LG ELECTRONICS 11 0
HONEYWELL 
INTERNATIO

NAL
44 5

DAIKIN 
INDUSTRIE

S
37 3

2 HONEYWELL 
INTERNATIONAL 10 1 BOEING(US) 36 6 MITSUBISHI 

ELECTRIC 27 0

3 BOEING(US) 10 1 LG 
ELECTRONICS 22 0 MITSUBISHI 

HEAVY 20 0

4 DAIKIN 
INDUSTRIES 2 6 Rosemount 

Aerospace 9 3 MATSUSHIT
A ELECTRIC 19 0

5 Rosemount 
Aerospace 6 2 Rockwell 

Collins 12 0 TOSHIBA 15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39건을 기 으로 2009년 10건으로 감소추세

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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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F24F-011 제어 는 안 방식 는 장치 51

B60H-001 난방, 냉방 는 환기장치 25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11

B60H-003 기타의 공기처리 장치 11

H04Q-007 가입자가 무선링크 는 유도링크를 경유해서 속되어 있는 선택배치 11

G06Q-050 특정 업종, . 의료, 공익 사업, 업 는 법률업에 특히 합한 시스템 는 방법 8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엘지 자 31건, 삼성 자가 22건으로 나

타났으며, 소기업은 니아만도가 5건으로 악됨. 반 으로 소기업  

학, 연구기 의 특허건수가 낮은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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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4 니아만도 5 엘지 자 31

2 에니텍 4 삼성 자 22

3 한라공조 12

4 SK텔 콤 9

5 한국델 이 8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U-City구 을 한 지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요소 에 상 인 기술경쟁

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으로  세계 비 한국

의 기술경쟁력이 0.68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수처리 자율제어 시스템(1.06),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0.93),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0.87),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이 기술  비교 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1.07 538.50 0.85 1.02 0.15 0.87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 1.02 286.38  1.14 0.91 0.15 1.06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62 64.40 1.33 1.07 0.68 0.93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U-City 구 을 한 지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수처

리 자율제어 시스템(1.45),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0.81),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0.71)인 것으로 악됨. 

 ○ 기술독 지수는 3가지 구성요소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의 기술독  지수

가 957.84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출원 기업에 의한 특

허가 집  된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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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3,296 0.81 323.34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 3,320 1.45 309.97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599 0.71 957.8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시장확보 지수 기술독 도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0.15 0.87 0.81 323.34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 0.15 1.06 1.45 309.97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68 0.93 0.71 957.84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U-CIYT 구 을 한 지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3.32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

지수는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이 4 으로 악됨. 체 기술 성숙도 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3.8 으로 보통 이상의 기술 성숙도 수 을 보이는 

것으로 단됨. 

   - 기술확보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

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2 미만으로 높은 기술독 도를 보여 출원 기업에 의한 특

허가 집 된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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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4 2 3.2 4 2 3 3.08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
4 4 4 1 2 1.5 2.5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5 2 3.8 5 1 3 3.3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 니즈 1 : 가격화(cost down), 고성능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

 ○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을 한 근방법은 기환경 데이터를 검출하기 

하여 각종 감지기를 고정시키는 고정형, 차량 등에 탑재시켜 이동하면서 검출하는 

이동형, 무인비행체 등을 이용한 공 형의 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  가장 

안정 이면서 가격화가 가능한 방법이 필요

 ○ 재의 가스 감지기나 기 감지기를 이용한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은 설

치 단가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임. 지능형 기 환경 감시 기술개발을 통해 

정  기 환경 데이터 검출  원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술과 련된 산업체 지원 필요함.

□ 시스템 통합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 용 증가 망  

 → 시장 니즈 2 : 기 환경 계측, 기 환경 상태 정, 통보를 포함한 경보 발생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 

 ○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은 유해 가스  오존 등의 계측을 포함한 기 

측을 한 감지기  카메라, 측정체의 치를 확인하기 한 치 기반 시스템, 

특정된 데이터를 유·무선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송하는 시스템  기환경정보

시스템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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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이 무인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측, 분

석, 경보, 통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IPC 분류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해야 시

장 확 에 기여 가능

□ 장비, 부품소재 다양화  다량화로 인한 통합 시스템 불안정성

 → 시장 니즈 3 : 많은 감지기와 측 장비로 인한 안정한 시스템 운용

 ○ 기 측을 한 다양/ 량의 감지기와 원격 감시 장치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  과제로 존재

 ○ 특수 상장비에 사용하는 카메라의 즈, 각종 감지기 등의 국산화를 통해 단가 

감 뿐 아니라, 소싱 기업 다변화를 통해 수  불안정성 해소 필요  

□ 련 감지기 기술  통신 모듈 등 우수한 기술 활용 가능 

 → 시장 니즈 4 : 고화질, 고속 송의 통신 기술 요구

 ○ 한국은 반도체, 상, 무선 송 기술 분야 세계 1등 기술과 감지기 기술의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 기반으로 특수 상 장비  감지기 기술 우  확보 

가능

 ○ 생산기술의 진보로 높아진 감지기에서의 감지 장비 기술 성능의 제품경쟁력을 바

탕으로 시장을 확 하고 산업을 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요인 Needs

- 가격 경쟁력 요구

- 시스템 통합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 용 증가 망

- 장비, 부품소재 다양화  다량화로 인한 통합 시스

템 불안정성

- 련 감지기 기술, 상 무선 송 기술 등 우수한 

기술 활용 가능 

⇒

- 가격화(cost down) 지능형 기 환경 감시 시스템

- 경량화, 일  패키지형 통합 시스템

- 통합 시스템 불안정을 해소하기 한 통합 안정화 기술

- 국산 감지 장비, 감지 련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감

지기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각 국가들의 기환경에 한 심과 환경 보호에 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환경 

센서 모니터링 시장은 2009~2014년에 연간 5.2%의 성장이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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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종 센서와 원격 감시를 한 카메라 장비, 

치 기반 시스템, 통신 시스템, 기환경정보시스템 시장 등이 있으며  이제 시

장이 형성되는 시기임.

 ○ 환경 센서  모니터링 시장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시장은 Terrestrial(지상, 

육상) 분야로 2014년 34억 달러 규모가 상되며, 연평균 4.7%의 성장률이 기 됨.

   - 모니터링 서비스 시장과 해양 분야 센서 시장은 비슷한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으

며, 특히 해양 분야의 경우 해양 자원에 한 심 증 와 련 산업의 수요 증

로 진 인 시장 성장이 기 됨

      (단 :mil$)

※ 자료  BCC Research, 2009.06 , Environmental Sens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Global Markets

[환경 센서  모니터링 시장 망]

 ○ 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나 2004년 국내 센서 시장 동향의 약 30%를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연

평균 15%의 성장으로 2010년 약 3,537억원, 2015년에 7,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

정함. 

[국내 기 환경 모니터링 시장(2004~2008)]

 (단 : 억원)

                    년도
   구분

시장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 기환경 모니터링시장 3,537 4,067 4,678 5,377 6,184 7,112

※ 자료: 통계청 업·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의 센서 시장의 2004년을 기반으로 기 환경 모니터링 시장이 30% 유하는 

것으로 추정 계산 후 연평균 15% 성장 추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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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황 분석

□ u-City구 을 한 지능형환경 모니터링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27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인 센서) 9027.90-9190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장 단 수신기 8517.69-1100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 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수처리 

자율제어시스템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것(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29-2000

기타(기타의 기 량의 자동조정기기) 9032.89-3090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89-9090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

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

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

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

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

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

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U-City구 을 한 지능형환경 모니터링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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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수출입 황을 보면, 자율제어기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171.1Mil$), 수입

(592.4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질평가 센서 네트워크의 무선 화용· 신용 송신기기는 수입규모 비 수출규

모가 가장 큰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비 2010년 수출규모가 큰 폭으로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인 센서)
8.35 13.27 15.56 16.89 21.29 41.93 45.18 46.84 27.17 43.32

무선 화용․무

선 신용 송신기

기

- 5.96 0.96 1.39 46.28 - 11.47 19.62 10.03 14.63

수처리 

자율제어

시스템

유해성 폐수처리용

의 것(액체용의 여

과기와 청정기)

11.17 11.29 13.20 4.00 11.61 12.50 4.32 8.74 4.72 6.42

기타(기타의 

기 량의 자동

조정기기)

14.63 18.75 18.62 23.24 16.36 49.16 25.24 41.22 43.95 40.53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

의 기기)

70.41 128.52 128.07 129.33 171.13 526.88 606.75 625.24 448.09 592.40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

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앙처리장치의 자

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

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

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68.71 247.92

컴퓨터 소 트웨

어를 수록한 것

(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액체용 여과기, 수처리 자율제어시스템, 장 단  수신기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

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단  수신기, 네트워크 연

동 시스템 등이 나타남



IT융합

- 275 -

   - 수입 특화 분야 : 액체용 여과기, 수처리 자율제어시스템, 장 단  수신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단  수신기,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인 센서)
-0.67 -0.55 -0.50 -0.23 -0.34 수입특화완화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 -0.32 -0.91 -0.76 0.52 수출특화 환

기타 음성· 상 는 기

타 자료를 송신 는 수

신을 한 기기

- 0.45 0.42 -0.30 0.23 수출특화완화

수처리 

자율제어시스템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것(액

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0.06 0.45 0.20 -0.08 0.29 수출특화

기타(기타의 기 량의 

자동조정기기)
-0.54 -0.15 -0.38 -0.31 -0.42 수입특화

기타(자동조 용 는 자

동제어용의 기기)
-0.76 -0.65 -0.66 -0.55 -0.55 수입특화완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

지털 통신용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

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

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

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완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u-City구 을 한 지능형환경 모

니터링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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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acket, routing, link, communications, devices, terminalterminal, processing, remote, voicevoice, 

telephone, both

CR_2 network, data, first, sensordata, wireless, system, nodefirst, second, signal, station, packet, terminals

CR_3 channel,  traffic, Highmodule, line, wideband, cellular, Circuitoutput, input, low

CR_4 Interactive,  variety, users, fixed, compressionCable, standard, across, transmissions, existing

CR_5
phase, monitors, measurement, bus, spectrumtransceiver, operating, particular, samegroup, 

determined, parameters, newgenerating, generate, generated,  comprising

CR_6

broadcast, Media, Dynamic, order, group, transceiver, clientrouter, point, uses, LAN, broadcast, 

alarm, event, emergency, cluster, window, wavelength, driver, technology, bit, meter, premises, 

legacy

CR_7
relay, set, path, router, resource, QoS, allocation, scheduling, routes, delay, Multicast, key, image, 

vehicle, mail, alarm

CR_8 information, transmission, mobile, devices, user, include

CR_9 signal, received, service, plurality, service, used, apparatus

CR_10 mobile, networks, access, bandwidth, providing, time

          

[U-City구 을 한 지능형환경 모니터링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 U-City구 을 한 지능형환경 모니터링시스템 분야는 19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

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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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1
sensor, monitoring, video, layer, optical, relay, portion, RSprotocol, packets, interfacelayer, physical, 

frame, ATM, capacity, value, topology

CR_12 predetermined, communicating, sending, sentstation, connection, message, protocol, power,  server

CR_13
site, coverage, reference, analysis, sensors, cellcapacity, utilization, performance, application- 

sparameter, incoming, measured, maximum

CR_14 resource, resources, electronic, programregarding, monitored, modes, capabilities

CR_15
path, route, quality, selectedLAN, gateway, operationidentifier, assigned, respective, performed, 

generatingclient, stored, locationneighbor, discovery, Table,  Techniques, MANET

CR_16 bands, wiring,  optimum, ratio, coaxialbit, OFDM, bands, loading

CR_17
power, unit, signals, channelvehicle, tracking, small, highly, target, position, telecommunications, 

clients, field

CR_18
node, nodes, ad, device, server, IP, connected, messagesportion, proxy, mechanism, home,  

operates, servers, machine, banking, Interactive, QoS, messages, communicate,  response

CR_19 device, control,  information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측정 모듈 개발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반 기술

수질 평가용 데이터 송수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한 력 리 기술

수질 평가 데이터 처리 기술

수처리 자율제어시스템

고효율  수처리 제어 시스템 개발

상수 망최 설계  수질 리기술 

측정 정보 이용성 극 화 기술

수처리 자율 제어 모듈 개발기술

데이터 송수신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 데이터 리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
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역네트워크구성 제조 기술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 구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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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수질 

평가 

센서 

네트

워크

데이터 융합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7% - - 7%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7% - - 7%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7% - - 7%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측정 모듈 개발 - 7% - -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반 기술 21% - - 7% 

수질 평가용 데이터 송수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14% - 7% 14%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한 력 리 기술 - - - -

수질 평가 데이터 처리 기술 7% 7% 7% -

수처리 

자율제어

시스템

고효율 수처리 제어 시스템 개발 - - - -

상수 망최 설계  수질 리기술 21% 7% - 21% 

측정 정보 이용성 극 화 기술 7% 7% - 7% 

수처리 자율 제어 모듈 개발기술 - 7% 14% 7% 

데이터 송수신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7% 7% - 14%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 데이터 리 기술 7% - - 21%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14% - - 7%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29% - - 21%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7% - - 7% 

역네트워크구성 제조 기술 - - - -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 구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기술 14% - - 14%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4기업의 결과 임

 ○ U-City 구 을 한 지능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에서 ‘상수 망최 설계  

수질 리기술 ’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1%가 보유하고 있으며, 21%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은 보유

기술(29%), 소기업형 기술(21%),라고 응답하 으며, ‘수처리 자율 제어 모듈 개

발기술’은 성숙기술(7%), 공백기술(14%), 소기업형 기술(7%)로 답변함



IT융합

- 279 -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수질 평가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

   - 오염물질 보정농도 설비 기술

   - 센서간 네트워크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U-City 구 을 한 지능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련 기

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주요지하수/토양오염 물질별 출감지통합시스템, 수치모델링, 음 유량계, 홈 네트워크 시
스템

해외 기업 BOEING, MITSUBISHI ELECTRIC, DAIKIN INDUSTRIES, TOSHIBA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삼성반도체, 삼성 SDS, LG 자, 한라공조, SK텔 콤  

소기업 지트동도, 읍니시스템, 두 콜, 거산 자㈜ , 에스와이스틸, 에니텍 

 ○ U-City 구 을 한 지능형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31%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5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2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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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특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특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특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측정 모듈 개발 특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연동 기반 기술 특

수질 평가용 데이터 송수신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한 력 리 기술 특

수질 평가 데이터 처리 기술 특

수처리 

자율제어시스템

고효율 수처리 제어 시스템 개발 특

상수 망 최  설계  수질 리 기술 특

측정 정보 이용성 극 화 기술 특

수처리 자율 제어 모듈 개발기술 특

데이터 송수신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수처리 자율 제어 시스템 데이터 리 기술 특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특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특

역 네트워크 구성  제조 기술 특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 구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은 향후 Smart Energy Saving  력 랫폼 

기술이 IT융합 차세  센서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확 가 상, 우선 요소기술로 

선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은 U-City 구 을 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

요 인 라 기술로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은 필수 요소, 우선 요소기술

로 선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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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N(Broadband Convergence Neto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은 통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융합과 더불어 방향 Interactive 통신 

인 라 구축 등 지능형 환경 모니터링의 다양한 서비스 기반 기술로 우선 요소 

기술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은 지능형 기환경 모니터링을 한 

센서 네트워크 리를 해서는 무선 네트워크 근용이성이 뛰어나야 하며, 감지 

시스템의 고정 네트워크와 이동성을 감안한 무선이동통신기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선 요소 기술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 구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기술은 환경 모니터

링을 한 네트워크 기반 기술로 기술성과 시장성이 높고, 소기업성을 고려할 

때 다양하고 범 한 시장성과 응용기술  IT융합 기술로 확  발 할 수 있기

에 우선 요소기술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음.

   -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

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종단 간 송 지연 해

결용 QoS/실시간 측정 모듈 개발,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한 력 리 기술은 기

술경쟁력  사업내용이 소기업에 합하여 우선 으로 고려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측정 모듈 개발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한 력 리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 구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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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질 평가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방식 기술

클러스터링/

계층구조

기술

스마트디바이스

센서통신기술

데이터융합

클러스터링기술

데이터융합계

층구조

미들웨어기술

데이터융합클

러스터링

/계층구조방

식기술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센서 

데이터베이스

통신기술

센서노드간

통신기술

효율 쿼리처리

데이터 리기술

쿼리센서

데이터

통합 리기술

쿼리처리센서

데이터베이스

방식기술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력 무선 

랫폼 기술

무선통신단말

랫폼기술

무선 력

리기술

고효율

미들웨어

랫폼

구축기술

고효율 

력

랫폼 기술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측정 모듈 개발

QoS 실시간  

측정 모듈 

개발

종단간데이터

송기술

데이터 송지연

QoS측정기술

지연해결용

QoS

측정모듈기술

송지연

해결용QoS

실시간 

측정모듈기술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한 력 리 기술

센서노드 

데이터 

통신 기술

근거리센서노드

통신기술

센서노드

송기술

노드 

미들웨어기술

센서 노드 

기반 

력 리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계 노드 

무선 통신 

기술

센서노드 계

노드 송기술

계노드간

무선통신기술

무선통신

데이터 

통합 리기술

역통신 

인 라 

구축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다  속망  

네트워크 

기술

근거리무선통신 

기술

분산네트워크

통신기술

다 속네트

워크 

무선통신기술

BcN기

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네트워크 근용이성 

강화 무선이동통신기술

다  

디바이스  

무선통신기술

스마트디바이스 

무선통신기술

근거리무선이동

통신 리기술

무선이동통신

데이터 

통합 리기술

근성 강화 

무선 통신 

기술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 

구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 기술

네트워크  

데이터 

연동기술

센서노드데이터

송기술 

센서데이터

미들웨어

처리기술

데이터연동

통합시스템 

구축기술 

센서데이터연

동구성 

시스템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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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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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는 지상지하시설물의 지능화된 리를 해 열

악한 환경을 고려한 력 주 컨트롤러, 지상지하 모니터링용 센서, 그리고 센서

데이터 획득/처리기술의 실용화를 의미하며, 센서노드의 계측정보를 리센터로 

송하고 실시간 데이트를 이용하여 종합 인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을 사 에 방하고 효율  리를 한 U-City용 스마트 사회 인 라 기술임.

 ○ 도시 발 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물 증가와 이에 따른 리체계가 복잡 다양화로 도

시 내에서의 인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 증가는 물론 도시시설물 유지 리를 한 

비용과 노력도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 U-City도시의 실

과 리를 해서는 건설, 환경, 지리정보, 정보통신, 유비쿼터스 등 여러 가지 기

술이 융합한 기술이 필요함.

 ○ 미래 U-City 시설물 리 분야에 차세  네트워크 기술인 USN 기반 지상/지하 

시설물 통합 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각 지방단체에서 구축한 도시정보시스템의 활

용성을 제고하고, 경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U-City 시스템의 복개발 방

지와 데이터 상호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 한 실정임. 

 ○ 기존의 문제 을 극복하고 도시시설물을 지능화하기 한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 

되고 있지만 실제 용된 사례는 드문 것이 실이며, 산업분야가 보수 인 도 

첨단 시설물 리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 은 개발된 시스템이 기존 시설물의 특성을 히 반 하지 못한데 있음.

 ○ 첨단 도시 시설물 리를 해서는 시설물의 환경  특성, 물리  특성 그리고 운

방식 등에 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나. 범

 ○ (제품 분류 ) 도심 지상/지하 시설물 안 진단 분야는 차세  네트워크기반의 

지상시설물의 안 을 해 지상시설물의 센싱, 인지, 통보, 진단을 실시하는 일련

의 제품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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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USN 노드, 수많은 시설물 노드의 정보를 수집, 인지의 

기능, 그리고 공 망을 통한 도시별 통합 제에 송하는 기능을 갖는 게이트웨이

기능, 통합 제망 운  소 트웨어 등의 인 라 구조를 만족해야 함.

 

 ○ 도시 지상 안  리의 주요 제품은 도로안 시설물, 교량, 터 , 랜트 산업단지 

등의 지상 개별 시설물 특성에 합한 센서네트워크 랫폼과 다양한 이기종 공

망과의 상호운용을 한 게이트웨이 시스템과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상황 달 

시스템까지를 포함함.

 ○ 도시 지하 안  리의 주요 제품은 표 으로 지하공동구내 상수도, 하수도, 가

스 등의 다양한 재질의 배 상태 즉, 손, 부식, 이음새 결속력 등을 다양한 센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센서네트워크 노드 랫폼과 다양한 이기종 공 망과의 상

호운용을 한 게이트웨이 시스템과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상황 달 시스템까

지를 포함함.

[차세  센서네트워크 주요제품 분류표]

1차제품분류( 범 ) 2차제품분류( 범 )

지상 시설물 안 진단 시스템

지능형 도로안  시설물 진단 차세  네트워크 노드

이종망간 로토콜변환  데이터 송용 게이트웨이 시스템

교량  터 용 력 센서네트워크 랫폼 

지하 시설물 안 진단 시스템

상수배  안  진단 차세  네트워크 노드 

하수배  안  진단 차세  네트워크 노드  

가스배  안  진단 차세  네트워크 노드  

노드  제센터 연계형 게이트웨이 시스템

 ○ 센서네트워크 기반 도시안 리 시스템은 지자체의 U-City 정책과 연계되어 도

심의 지능화를 통한 국가 사회 인 라의 기 효과를 극 화 시키며, 유지 리의 

효율화로 직 인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됨. 

 ○ (공 망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는 단일시설물에 한 상호 연

동성도 요하지만 결국 지자체의 U-City구축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제센터의 IT인 라와의 상호연동성이 가장 요한 부분이므로 신규서비스 시스템

은 물론 기존 도시에 구축된 가시(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시해야함. 

 ○ (기술 분류체계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를 한 주요 기반 기술

은 개별단 의 시설물 USN 노드로 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기반 상황인지 기반의 이상 유무 단 소 트웨어

의 기술이 솔루션으로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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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의 IT융합 분류 의 범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솔루션) 시스템(장비)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도시 지상 시설물 

안 리

지상환경 합한 통신칩, 통신모듈, 센서, 

에 지 효율화 기능

도시 지상용(도로안 시설/교량/터 ) USN 

노드

메쉬 센서네트워크 
도시 지상용(도로안 시설/교량/터 ) USN 

노드

미들웨어, 이종 망간 연동
도시 지상용 게이트웨이 시스템, 제센터 

통합솔루션

도시 지하 시설물 

안 리

지하환경 합한 통신칩, 통신모듈, 센서, 

에 지 효율화 기능

도시 공동구내 배 (상/하수도, 가스)상태 

진단용 USN노드

유/무선 방식 겸용 무선네트워크
지하 공동구내 데이터 수집 어그리 게이

터 시스템

미들웨어, 이종 망간 연동
도시 지상용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제센

터 통합솔루션

 

  - 이종망 연동기술은 센서네트워크를 타 네트워크에 연동하기 한 기술로서, 센싱 

정보 달망 엑세스 기술, 이동성 지원 기술, IPv4/IPv6 연동기술, 이동통신망 연

동 기술 등을 포함.

   - 센서노드 에 지 효율화 기술은 센서노드를 구성하는 부품 기술로서 에 지 

Harvesting 기술, 소형 력 센서 기술,  력  원 리기술, 패키징 기술 

등으로 구성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시스템의 범 는 도시 지상 주요시설물 리 USN

노드와 다수의 노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합데이터센터에 송시켜주는 게이트웨

이, 그리고 제센터 운용 시스템과의 연동기술까지를 포함함.



IT융합

- 287 -

2. 기술(특허) 분석14)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761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33.4%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

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14)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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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 데이터 로 세싱장비, 방법으로서 특정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442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 장치사이의 정
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 연결 혹은 송) 

154

G06Q-050 특정 업종, . 의료, 공익 사업, 업 는 법률업에 특히 합한 시스템 는 방법 63

G06F-015
디지털컴퓨터 일반(세부사항1/00-13/00);데이터처리장비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 회로망  

63

H04N-007 텔 비젼시스템 45

H04M-011 다른 기시스템과의 결합에 특히 합한 화통신시스템 38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일본은 삼극 특허가 모두 0건으로 악되었고, 미국의 삼극

/비삼극 특허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가장 높은 특허 건수를 보임.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iemens  

Aktiengesellsc
haft

9 1

INTERNATION
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211 14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19 0

2
FRANCE  

TELECOM
3 5

MICROSOFT  
CORPORATION

17 0

MITSUBISHI 
ELECTRIC 
BULIDING  

TECHNO-SERVI
CE CO., LTD

14 0

3
MICROSOFT  
CORPORATI

ON
0 4

Cisco 
Technology,  

Inc.
10 1

Panasonic 
Electric Works 

Co., Ltd.
14 0

4
Honeywell  

International 
Inc.

4 0
Onemednet  
Corporation

6 0

Sekisui 
Chemical 
Company, 

Limited

11 0

5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1 3

GE Medical 
Systems  

Information 
Technologies, 

Inc.

5 1
Sekisui House, 

Ltd.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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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도시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104건 피크치에서 지속 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165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 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84

H04Q-007 가입자가 무선링크 는 유도링크를 경유해서 속되어 있는 선택배치 18

H04M-011 다른 기시스템과의 결합에 특히 합한 화통신시스템 16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15

H04N-007 텔 비젼시스템 14

[국내 IPC분류별 황]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290 -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주) 엘지 자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기 인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9건으로 악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9 주식회사 이티 5 엘지 자 주식회사 30

2 자부품연구원 2 써코넷 리미티드 4
에스 이 텔 콤주

식회사
13

3 구 학교 산학 력단 2
모사이드 테크놀로지
스 인코퍼 이티드

4 삼성 자주식회사 6

4 앙 학교 산학 력단 2 주식회사 셀리지온 3

5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도시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

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28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시설물 리 시스템 (1.31),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0.85),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0.77)등의 순서로 나타

났으며, 시설물 리 시스템이 기술  비교 우 에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0.98 420.21 0.77 1.13 0.16 0.85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93 132.35 1.27 1.09 0.28 0.77

시설물 리 시스템 1.09 210.44 1.31 0.64 0.10 1.31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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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 분석 

 ○ 도시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시설

물 리 시스템 (1.22),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1.07),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0.88)로 악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시설물 리 시스

템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3가지 구성요소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의 기술독  지수

가 369.70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원 기업에 의한 특

허가 집  된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3,296 0.88 288.54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1,337 1.07 369.70

시설물 리 시스템 2,056 1.22 176.3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시설물 센서네트워크 0.16 0.85 0.88 288.54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0.28 0.77 1.07 369.70

시설물 리 시스템 0.10 1.31 1.22 176.38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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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

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가 3.0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

지수는 시설물 리 시스템이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는 시설물 

리 시스템이 4.4 으로 인 라구조가 갖춰져 소기업이 진출할 여건이 갖춰진 것

으로 단됨.

   - 기술확보지수는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가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

든 구성요소가 3 미만으로 높은 기술독 도를 보임. 체 기술진입도 지수는 모

든 구성요소가 3  이하로 보통수 을 보이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시설물

센서네트워크
4 2 3.2 4 2 3 3.08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5 1 3.8 2 2 2 2.72

시설물 리시스템 4 5 4.4 1 3 2 2.9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U-City 산업 시장 확  

→ 시장 니즈 1 : 도시 시설물 리를 통한  국민 서비스 확   단 제품 /서비

스 통합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 기존 도시에서의 지상/지하 시설물 리의 부실로 재난/재해 등으로 국가  비용

손실을 래하 으며, 이는 아날로그방식의 리에서 디지털 방식의 환을 통해 

효율화를 꾀해 도시공간의 편리성과 안 성을 추구하는 U-City의 기반이 되는 산

업으로 국가  이슈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U-City의 활성화로 

동반 성장이 상되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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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U-City는 자국 인 라 특성  환경에 따라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은 공공 주도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해,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은 민간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인 라 부족

→ 시장 니즈 2 : U-City산업을 한 센서네트워크 기반 리 서비스의 개발

 ○ 차세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에 한 시장인식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며, 서비

스의 성공을 한 각종 인 라 고도화가 미성숙 단계이나 정부의 U-City 산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새로운 센터네트워크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의 지속  성장과 후발국과의 기술  차별화를 꾀하는 

시 으로 정부에선 IT기반의 주력산업을 고도화 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며, 한 이

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한 최 의 솔루션으로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시설물 리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의 개발이 요해지고 있음

□ 차세  센서네트워크 응용기술 보유로 시장  기술 우  선  가능

→ 시장 니즈 3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한 통합 제 기술 개발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기술은 주요 센서네트워크는 국토/건설/IT기술을 

포함하는 U-City 산업군에서 용 가능한 유망한 서비스로 지상/지하 각 시설별로 

특화된 다수의 응용 서비스가 융합되는 기술 분야이며 새로운 시장창출과 기존산

업의 경쟁우 에 설 수 있는 산업임.

 ○ 센서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은 상황인지 기

술  통합 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하며 센서네트

워크 기술의 경우 응용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선도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기술 우 를 선  할 수 있음.

요인 Needs

- U-City 산업 시장 확  

-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인 라 부족

- 차세  센서네트워크 응용기술 보유로 

시장  기술 우  선  가능

⇒

- 도시 시설물 리를 통한  국민 서비스 

확   단 제품 /서비스 통합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 U-City산업을 한 센서네트워크 기반 리 

서비스의 개발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한 통합 제 기술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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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한 21

세기 한국형 신도시를 의미함. 

 ○ U-City 사업은 도시 리 기능 제고, 복지서비스 제공, 쾌 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 생활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사회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 됨. 

   - 상하수도, 교량 등 도시기반 시설에 한 정보수집  리를 통해 도시 리 기능 

제공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거주민에게 복지 서비스 제공

   - 수질, 기  소음 등 환경 리 고도화로 쾌 한 생활환경 제공과 U-Education, 

U-Home, U-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도시 생활의 편의성 증

 ○ 국내 U-City 시장 규모는 2010년 57조 3,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 

U-City는 7,025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될 것으로 망됨.

   - 57조원의 국내 U-City 시장은 개인생활 부문 1조 6,000억원, 산업경제부문 30조 

1,000억원, 공공행정 부문 4조 6,000억원  기타산업 21조원으로 구성

   - U-City 사업은 산업생산 유발효과 약 58조원, 산업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44조원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U-City 구축의 선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

출 교두보 확보도 가능 할 것으로 망

                     (단 :억원)

 

※ 자료  산은경제연구소 , 2008, 국내외 U-CITY 추진동향  활성화 방안 

[국내 U-City 시장 규모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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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8543.70-9020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100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200

기타센서(액체비 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

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5.90-1900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U-City 기술 시장의 세부 시장인 건물 자동화 시스템 시장 내 안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약 50억달러 규모에서 2014년 약 6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상되

며, 연평균 성장률은 3.5%가 될 것으로 기 됨.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는 시설물 련 센서 네트워크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화 되고 있는 추세임. 

   - 한 최근 우면산 산사태, 건물붕괴 등과 같은 생명과 한 기술 시장 분야로서 

련 기술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자료  BCC Research, 2010.05 , Commercial Building Automation Products:

[건물 자동화 시스템 시장 내 안 분야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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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벨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100

유량․유속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200

압력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6.90-1300

속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100

회 센서(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200

기타센서(속도계와 회 속도계, 산회 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9.90-1900

기타센서(오실로스코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기  양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0.90-19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학식 기기의 진동센서) 9031.90-1111

반도체 제조용의 것(진동센서) 9031.90-1119

기타(진동센서) 9031.90-1190

학식기기의 하 센서 9031.90-1291

기타반도체 제조용의 하 센서 9031.90-1292

기타하 센서 9031.90-1299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정 단  수신기 8517.69-1100

기타(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기타 음성․ 상 는 가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8517.62-39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시설물 

리 

시스템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2000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8537.20-2000

기타(기타의 기 량의 자동조정기기) 9032.89-3090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89-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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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도시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을 보면, 

시설물 리시스템의 디 터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532.57Mil$), 수입

(602.99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디텍터는 수입규모 비 수출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수입규모

가 큰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습도센서의 경우 2009년부터 흑자추세로 환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시설물 

센서 

네트워

크 리 

시스템

디텍터

( 센서를 포함한다)
- 97.02 242.37 364.56 532.57 - 421.36 668.34 527.17 602.99

온도센서

(부분품과 부속품)
8.59 10.18 7.05 8.35 16.64 19.19 19.59 17.97 17.67 19.62

습도센서

(부분품과 부속품)
3.22 2.86 1.71 2.82 2.65 3.38 2.24 2.51 2.17 2.35

역 

네트워

크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 174.64 214.18 184.05 169.83 - 862.33 839.21 668.71 683.46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

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6.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

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16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5.02 6.85 1.08 0.37 0.91 0.46 0.88 0.27 0.74 0.86

시설물

리 

시스템

기타( 어도 동일 하

우징 속에 아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

를 내장한 기타 자동

자료처리기계)

12.26 16.67 13.30 6.39 9.42 15.84 28.96 21.32 12.61 12.12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

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

(한가지 는 두가지

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68.71 247.92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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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서를 포함한 디텍터, 온도 센서, 유량  유속 센서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

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습도 센서, 고온계  기압계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센서를 포함한 디텍터, 온도 센서 등

   - 수출 특화 분야 : 습도 센서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디텍터( 센서를 포함한다) - -0.63 -0.47 -0.18 -0.06 수입특화완화

온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38 -0.32 -0.44 -0.36 -0.08 수입특화완화

습도센서(부분품과 부속품) -0.02 0.12 -0.19 0.13 0.06 수출특화 환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기타(기타 방송통신용 는 디
지털 통신용기기)

- -0.66 -0.59 -0.57 -0.60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83 0.77 0.60 -0.33 0.03 수출특화완화

시설물 
리 

시스템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0.54 -0.54 -0.48 -0.46 -0.47 수입특화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를 과하는 것)

-0.61 -0.70 -0.22 -0.66 -0.58 수입특화강화

기타(기타의 기 량의 자동
조정기기)

-0.54 -0.15 -0.38 -0.31 -0.42 수입특화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
어용의 기기)

-0.76 -0.65 -0.66 -0.55 -0.55 수입특화완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입]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

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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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code, product, identifying, computer, remotevehicle, track, facility, event, ID, station, 
productsremote, generating, server

CR_2 object, tracking, attached, readsensor, monitoring, process, memory, transceivercontent, manage, 
operator, short

CR_3 packet, packets, route, routing, message, networks, address, layeraddress, sending, terminals, 
group, channelpoint, environment, order

CR_4 radio, identification, frequencyRFID, tag, system, data, radio, network, key

CR_5 device, antenna, oneportion, Antennas, substratesubstrate, conductive, chipAntennas, positioned, 
disposed

CR_6
control, access, powerterminal, management, service, GPS, stateidentifier, determines, determined, 
set, transmits, local

CR_7 network, ad, node, first, unitnode, nodes, hoc, mobile

CR_8 key, authentication, sequence, slot, section, package, Test, router, voltage, clock, tree, cluster- 
bandwidth, establish, parameters, supportgroup, cellular, bandwidth

CR_9 communication, wireless, devicesvalue, generated, level, mode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스템 포지션 맵]

 ○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스템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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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0 data, information, deviceunit, determining, two, sensor, code, terminal, transponder, packetpower, 
time, location

CR_11 current, well, energy, portablestate, operating, module, security, path

CR_12
Circuit, RF, controllayer, structure, circuitry, element, component, container, vehiclebody, tem- 
perature, film, band

CR_13 security, applications, particulartransceiver, adapted, position, controller, range

CR_14 RF, signals, receivingmemory, storing, operation

CR_15 devices, methods, associated, apparatuscommon, wideband, targetplatform, manager, list

CR_16 voltage, controlled, reference, performance, body, transaction, line, conveyorbattery, small, sensors

CR_17 transponder, electronic, portion, objectcontainer, affixed, article, adjacent, label

CR_18 band, frequencies, housing, conditiontransaction, customer, host, optical, command, side, phase

CR_19
module, generate, related, digitalbaseband, convert, samples, converter, feature, search, context, 
Doppler

CR_20 first, second, communication, Circuit

CR_21
aircraft, presents, exchanges, warning, TWS, baseband, reflected, original, indicia, commands, fiber, 
person, diagnosis, measurement, coil, matching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집 /융합을 한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은 배터리 소모와 네트워크 수명 연장을 한 랫폼/ 력 기술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송 기술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

시설물 리 센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안테나기반네트워크구축기술 

시설물 치 리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센서노드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네트워크 근 용이성을 한 무선이동통신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무한  IP주소 할당(Ipv6) 기술

유/무선, 통신/방송, 음성/데이터 융합형 서비스 기술

역 네트워크 구축을 한 연동 기술

시설물 리 시스템

시설물 자체 상황 자동 인지 기술

앙 제어 기반 실시간 센싱 데이터 기술

자산 트래킹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물 리 기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  데이터의 인증 암호화를 한 송 기술

무선통신 신뢰성 보장용 보안 기술

시설물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시설물 보완  인증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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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

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집 /융합을 한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 - - - 

은 배터리 소모와 네트워크 수명 연장을 한 랫폼/

력 기술
- - - -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 - - -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 - - -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송 기술 - - - -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 - - -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 - - - - 

시설물 리 센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20% 10% 10% 20%

안테나기반네트워크구축기술 - - - - 

시설물 치 리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10% 10% 10% 10%

센서노드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20% - - 20%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 10% - -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 - - - 

네트워크 근 용이성을 한 무선이동통신기술 10% - - 10%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

축 기술
- - - - 

무한  IP주소 할당(Ipv6) 기술 - - - 10%

유/무선, 통신/방송, 음성/데이터 융합형 서비스 기술 - - - - 

역 네트워크 구축을 한 연동 기술 - - - - 

시설물 

리 

시스템

시설물 자체 상황 자동 인지 기술 20% - - 20%

앙 제어 기반 실시간 센싱 데이터 기술 20% 10% 10% 20%

자산 트래킹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물 리 기술 20% - - 20%

신뢰성있는 데이터 송  데이터의 인증 암호화를 한 

송 기술
- - - - 

무선통신 신뢰성  보장용 보안 기술 - - - - 

시설물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20% - 10% 20%

시설물 보완  인증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20% - 10% 1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 도시지상 지하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에서 ‘센서노드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

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0%가 보유하고 있으며, 2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자산 트래킹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물 리 기술’은 보유기술(20%), 

소기업형 기술(20%), 라고 응답하 으며, ‘ 앙 제어 기반  실시간 센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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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20%), 공백기술(10), 성숙기술(10%)로 답

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 수질 평가용 네트워크 구축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도시지상 지하시설물 안 리 시스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LCD합착기, 진동감지센서, 수질오염방지 시설, 센서노드시스템, 지진계가속도센서 

해외 기업 Mitsubishi Electric, Panasonic Electric, FRANCE  TELECOM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한 , SK건설, LG 자, SK텔 콤

소기업 가림티에스, 창단조, 에스엔알, 에스와이스틸, 써코넷 리미티드. 셀리지온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S/W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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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들은 도시지상 지하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부품의 제품을 소기

업 업체에서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기업, 소

기업  정부기 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자센서 장비  로그램으로 나타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도시지상 지하시설물 안 리 

시스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장비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S/W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집 /융햡을 한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특

은 배터리 소모와 네트워크 수명 연장을 한 랫폼/ 력 기술 　특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특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특

종단 간 송 지연 해결용 QoS/실시간 방송 기술 　특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특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 특

시설물 리 센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안테나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시설물 치 리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특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특

네트워크 근 용이성을 한 무선이동통신기술 특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무한  IP주소 할당(Ipv6) 기술 특

유/무선, 통신/방송, 음성/데이터 융합형 서비스 기술 특

역 네트워크 구축을 한 연동 기술 특

시설물 리 

시스템

시설물 자체 상황 자동 인지 기술 특

앙 제어 기반 실시간 센싱 데이터 기술 특

자산 트래킹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물 리 기술 특

신뢰성있는 데이터 송  데이터의 인증 암호화를 한 송 기술 특

무선통신 신뢰성 보장용 보안 기술 특

시설물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특

시설물 보완  인증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특

[핵심요소기술 조정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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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스템은 시장 도입단계로서 성장성이 높은 략제

품으로 단됨. 한,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스템은 건설, 환경 분야에 

활용될 기술이고, U-city 스마트 사회를 한 인 라 기술로서, 향후 시장규모가 

클 것으로 단됨. USN 기술 동향에 비추어 략제품 선정이 합하다고 단됨. 

   - 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안 리시스템의 범 는 도시 지상 주요시설물 리 USN

노드와 다수의 노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합 데이터센터에 송시켜주는 게이트

웨이, 그리고 제센터 운용 시스템과의 연동기술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구

하기 한 여러 요소 기술의 선정은 합한 것으로 단됨.

   - 데이터 집 /융햡을 한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은 배터리 소모와 네트워

크 수명 연장을 한 랫폼/ 력 기술,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 앙 제어 기반 실시간 센싱 데이터 기술, 신

뢰성있는 데이터 송  데이터의 인증 암호화를 한 송 기술, 시설물 치 정

보  리 요소 기술, 시설물 보완  인증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은 해당 략

제품 개발의 핵심 인 요소 기술로서 필수 으로 개발되어하며, 략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기술임. 이외의 요소 기술은 략제품 개발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사

항이며, 필수 인 요소 기술은 아니다고 단됨.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네트워크 근 용이성을 한 무선이동통신기술은 

소기업 략제품 개발에 요소기술이라 하기 어려운 인 라 환경 인 기술임.

   - 역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  IP기반 통합 달망 구축 기술, 역 통신 인

라 구축 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들은 기존 구축 망 활용 부분으로 볼 수 있음.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

스템과 역 네트워크와는 연동은 필수 임.  도시지상/지하 시설물안 리 

시스템은 최근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들의 노후와와 이로 인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여 시회  이슈가 되고 있으며, U-씨티 건설에도 필수 요소로 인정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

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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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집 /융햡을 한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클러스터링/
계층 구조 
방식 실시잔 
DB

클러스터링  
계층 구조 방식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 설계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클러스터링  
계츨구조 방식 
실기간 데이터 
베이스

은 배터리 소모와 
네트워크 수명 연장을 한 

랫폼/ 력 기술

소모 류 
100mW 이하

노드별 력 
요소기술 설계

에 지 하베스  
요소기술 설계 

             
력 원 

리기술

다수의 
지상/지하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간 
연동 시험

에 지 
하베스  지원 

력 노드 
랫폼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멀티 센서 
데이터 

로토콜 
지원

지상용(교량,터
,도로안 시설)u-
City 용 다수 
센서 노드 H/W 

 S/W 개발  
패키징설계

지하용(공동구 
배 )u-City 용 
다수 센서 노드 
H/W  S/W 
개발  
패키징설계

u-City용 
데이터 

로토콜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오차 범  
10m 이내

노드 치기반 
라우  알고리즘 
설계, 정의  

치기반 메쉬 
 계층 라우  
로토콜 구  

역 
공 망과의 
네트워크 연동 
시험

치기반 
네트워크 
알고리즘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

기존 비 
10%이상 
처리속도 
향상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설계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 

다수의 
지상/지하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간 
연동 시험

u-City용 
게이트웨이

시설물 리 센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력 공 망 
연동 지원

로컬 망 과 역 
공  망과의 
네트워크 설계

역 
공 망과의 
네트워크 연동 
시험

역망 연동 
네트워크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시설물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집 /융햡을 한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은 배터리 소모와 네트워크 수명 연장을 한 랫폼/ 력 기술

데이터 심 로토콜 개발 기술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축 기술

시설물 리 센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술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시설물 리 시스템

시설물 자체 상황 자동 인지 기술

앙 제어 기반 실시간 센싱 데이터 기술

신뢰성있는 데이터 송  데이터의 인증 암호화를 한 송 기술

무선통신 신뢰성 보장용 보안 기술

시설물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시설물 보완  인증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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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센서 노드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멀리 센서 
노드 지원

지상용(교량,터
,도로안 시설)u-
City 용 다수 
센서 노드 H/W 

 S/W 개발  
패키징설계

지하용(공동구 
배 )u-City 용 
다수 센서 노드 
H/W  S/W 
개발  
패키징설계

u-City용 지상/ 
지하센서노드 
패키지

시설물 
리 시스템

시설물 자체 상황 자동 
인지 기술

500ms 이내 
추론

시설물 상태에 
따른 상황인지 
설계

시설물 상태에 
따른 상황인지 
개발

시설물 
상항인지 기술

앙 제어 기반 실시간 
센싱 데이터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시설물별 
치인지  
앙 제어 

시스템구축 

앙 제어 
시스템

신뢰성있는 데이터 송  
데이터의 인증 암호화를 

한 송 기술

데이터 송 
성공률 
90%이상

다수 시설물 
센서노드용 보안 

임워크 설계

시설물 센서 
노드용 보안 

임워크

무선통신 신뢰성 보장용 
보안 기술

신뢰서 95% 
이상

센서네트워크 
데이터 리 

임워크 기술

지자체 
U-City 리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동테스트   
안정화 

신로성 기반 
데이터 리 

임 워크

시설물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GIS 기반 
시스템

지상 시설물 별 
리 요소 설계

지하 시설물 별 
리 요소 설계

시설물별 
치인지  
앙 제어 

시스템구축 

시설물 리 
기술

시설물 보완  인증 
기반의 시스템 구축 기술

5종 이상 
센노드 지원

다수 시설물 
센서노드용 보안 

임워크 설계

인증  
근제어 

가이드라인 설계

지자체 
U-City 리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동테스트   
안정화 

시설물 리용 
보안 인증 
기술

나. 로드맵 작성



IT융합

- 307 -

위치기반 객체 추적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 치기반 객체 추 시스템은 이동통신망이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을 기반으로 이동성이 보장된 기기를 통해 사물이나 사람의 치정보를 악하여 

활용하기 한 LBS(Location Based Service)의 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치확인기

술과 치추 기술을 기반으로 함.

    

 ○ 치확인기술은 무선단말을 통해 특정한 순간 물체의 정확한 치를 찾아내거나 

결정하는 것으로 1940년  이더로 출발하여 1970년  GPS, 2000년  반 이동

통신망 기술로 발 했으며,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까지 

등장함(ZDNet.com: Nikkei Electronics Asia, 2007.5)

 ○ 치추 기술은 지정 객체의 연속 인 치를 확인하는 기술로서 TDOA(두개의 

신호원으로부터 도달되는 시간차로 치를 측 ), AOA(수신기로부터 보내온 신호

의 도래각을 측정하여 신호원을 기 으로 수신기로부터 오는 신호방향을 찾아내어 

치를 결정), RF Fingerprint(수신된 신호를 순간 으로 스내핑하고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분석하여 치를 측정), TOA(신호원과 수신기 사이의 도달시간을 측

정) 방식이 있음. 사용자 주변정보를 찾는 GIS 기술과 사용자 주변정보를 기 으

로 실질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LBS 임. 

    ※ TDOA: Time Different of Arrival, AOA:Angle of Arrival,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나. 범

 ○ (제품 분류 ) 고정  측  단말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신호의 수신만으로 해

결되지 못하는 음 지역 문제 을 해결하여 공공서비스를 목 으로 사용하는 시스

템을 포함. 

 ○ (공 망 ) 치기반 객체 추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민간  기

업이 수요자인 서비스·콘텐츠 제공 기술, 치결정기술, 치게이트웨이 기술, 단

말제조기술과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응용서비스 기술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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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반 객체 추 시스템의 수요공  의 범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민간기업 수요 치기반 서비스)]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제품 

소재/부품(세부기술) 장비(세부구성)

민간/기업

치기반

서비스

서비스·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기술

GIS DB, 

Service provider/

Consumer DB, 

Contents DB 등

치정보 요청  응답처리기능, 치정보 

리기능, 치기반 기능, 로 일 리기능, 

인증  보안 기능, 사업자간 

치정보제공기능

치

결정

기술

Network-

based 

RFID reader-tag network, 

TDOA, E-OTD, WLAN, 

Bluetooth, UWB, Zigbee, 

IPV6

인공 성, 지상 제국, GPS수신기

Satellite-based GPS, A-GPS, DGPS 기지국, 치인식서버, 단말기

Ubiquitous 복합 항법, 치 보정 

라디오 비콘, 무선랜과 블루투스의 액세스 

포인트, 고속 통신망이나 유선 화의 설치 

지  등의 참조 포인트

치 게이트웨이 기술

Positioning,

Provisioning,

Network management 

사용자 단말기와 서비스 제공자간 정보 달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기능구조 제공, 치기반 응용서버 

제공 

응용서비스  단말 

기술

Information service, 

Navigation service, Location 

based, Commerce, Security 

services 등 

치확인, 물류· 제, 주변정보검색, 

엔터테인먼트, 교통·항법, 안 ·구난, 고 등

※ E-OTD : 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A-GPS: Assisted GPS 

⇒ 치기반 객체 추 시스템의 범 는 민간  공공기 이 구축한 공공정보 이용 

치추 시스템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서비스·콘텐츠 제공단계, 이동통신망 방식 

 satellite 방식, 는 하이 리드 방식의 치결정단계, 치 게이트웨이 단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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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비스  단말 단계를 포함. 기술 으로는 공공기 이 제공한 지리공간/서비스 

로바이더, 커슈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치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GPS 방식과 같이 GPS 수신칩, 는 RFID 리더와 태그 등의 네트워크기반 치결

정기술, 기존의 단말을 사용하는 Cell-ID 방식,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융합한 방식

과, 사용자 단말기와 서비스 제공자간 정보 달 네트워크 기술, 치확인, 물류 제, 

주변정보검색, 항법, 안  구난 등의 응용 서비스 기술을 포함.

2. 기술(특허) 분석15)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4,249건 체에 한 각 국가

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일본 특허가 체의 36.4%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15)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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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667

H04Q-007
원격제어 는 원격 측정시스템에서 주국에서 제어 신호를 용하거나 측
정값을 획득하는 것으로 선택되는 소망 장치인 종국을 선택 으로 호출하
기 한 배치

379

H04B-007 무선 송시스템,즉,방사 자계를이용한것 289

G01C-021
항법; G01C1/00부터 G01C19/00까지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항법장치 (운
송수단에 의한 지이동거리의 측정) 

259

G01S-005
방향성이 없는 주 , 음 , 음  자  는 입자방사의  도래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한 방 측정기

250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239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유럽의 삼극 특허의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LUCENT  

TECHNOLOGIES INC. (유럽),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 

NEC Corporation (일본) 등이 3 지역 특허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LUCENT  

TECHNOLOG
IES INC.

6 6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33 2
NEC 

Corporation
103 6

2
NIKE  

International 
Ltd.

0 12
Samsung 

Electronics  
Co., Ltd.

23 2 Hitachi, Ltd. 67 4

3
Samsung  

Electronics 
Co., Ltd.

8 3
Broadcom 

Corporation
20 0 Fujitsu Limited 56 1

4
QUALCOMM  
INCORPORA

TED
5 5

MOTOROLA, 
INC.

17 1
Panasonic 

Corporation
47 5

5
Nokia  

Corporation
7 2

Trimble 
Navigation  

Limited
16 0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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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193건 

피크치에서 2008년 181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의 상호연결 혹은 송

365

H04B-007 무선 송시스템,즉,방사 자계를이용한것 179

G06F-015
디지털컴퓨터일반(세부사항1/00-13/00); 데이터 처리장비일반 ( 상데
이터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83

G01S-005
방향성이 없는 주 , 음 , 음  자  는 입자방사의 도래
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한 방 측정기

61

H04W-004 무선통신네트워크에 해 특히 용된 서비스나 설비 44

H04W-008 네트워크데이터 리 36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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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127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주) 이티, 콸콤 인코포 이티드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127 주식회사 이티 41 삼성 자주식회사 86

2 성균 학교산학 력단 15 콸콤 인코포 이티드 22
에스 이 텔 콤주

식회사
57

3 고려 학교 산학 력단 14 주식회사 이티 리텔 9 엘지 자 주식회사 26

4 한국과학기술원 12
인터내셔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 이션
9 노키아 코포 이션 8

5 한양 학교 산학 력단 11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5인 

것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치 인식 추정 시스템 (1.47), 

치정보 리 시스템 (1.21),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0.80)등의 순서로 나타났으

며, 치 인식 추정 분야가 다른 구성요소 보다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

활동도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0.92 612.99 0.87 1.33 0.15 0.80

치 인식 추정 시스템 1.05 335.19 1.15 0.56 0.03 1.47

치정보 리 시스템 1.08 459.83 1.08 0.36 0.02 1.21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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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치정보 리 시스

템 (1.85), 치 인식 추정 시스템 (1.11),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0.41)로 악되

었으며, 치정보 리 시스템의 패 리특허가 9,510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단됨. 

 ○ 기술독 지수는 3가지 구성요소  객체추정 센서 네트워크의 기술 독 지수가 

145.20으로 높게 악되었으나 모든 구성요소가 150 미만으로 낮은 기술독  수

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3,296 0.41 145.20

치 인식 추정시스템 4,268 1.11 92.96

치정보 리 시스템 9,510 1.85 70.4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0.15 0.80 0.41 145.20

치 인식 추정 0.03 1.47 1.11 92.96

치정보 리 0.02 1.21 1.85 70.48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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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가 3.9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

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가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

는 치인식 추정 시스템과 치정보 리 시스템이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

숙도 지수는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와 치 인식 추정 시스템이 3.2 으로 평균 

정도의 수 으로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가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4  이상으로 낮은 기술 독 도를 보여 출원 기업에 의한 특허

가 분산 된 것으로 단됨. 체 기술진입도 지수는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가 

4.5 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 한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4 2 3.2 5 4 4.5 3.98

치 인식 추정 2 5 3.2 2 5 3.5 3.38

치정보 리 1 5 2.6 1 5 3 2.8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 니즈 1 : 원칩화, 가격화(cost down) GPS 수신칩 

 ○ GPS 기술은 미사일 유도를 한 군사기술로 개발되었으나, 1996년부터 민간용으

로 이용이 허용되고, GPS 수신 칩의 가격이 1달러로 하락해 원가 상응 부담을 크

게 여 가격이 차 하락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소형화가 진 됨. 

 ○ 휴 폰용 반도체 업체인 컴의 경우 자사의 휴 폰 칩에 GPS 기능을 통합한 반

도체 솔루션(GpsOne)을 출시하고 있어 무선 장치 제조업체는 추가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 없이도 원칩화된 솔루션에 의해 휴 폰 두께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

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들이 부분 채택하고 있음. MSM6150 이상의 칩셋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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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비게이션 기능에 한 지원과, GPS와 음성의 동시사용 기능, 향상된 GPS 

성 검색기능 등을 지원함(Qualcomm chipsets with integrated gpsOne support)

□ 수요, 공 , 기술 등 3가지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가능성 증가 망  

 → 시장 니즈 2 : 라이  스타일 변화로 새로운 서비스 요구 증가  

 ○ 주 5일 근무제 확산, 여가 생활에 한 니즈의 증 로 치 악이나 경로 탐색 등 

치정보에 한 고객 니즈가 증가됨. 한 안 에 한 니즈 증가로 비상 상황 

시 휴 폰을 통한 치 악이 일반화되고 있음. 북미지역에서는 휴 폰에 모바일 

911 서비스(국내의 119)가 지원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국내에서는 

‘아이사랑’ 등과 같은 자녀의 치 추 서비스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 모바일 네트워크 진화, 단말 고성능화 등 모바일 인 라의 발 이 치기반 추  

서비스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휴 폰에서 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서비

스 요 이 월 2만원에 이르던 것이 하락하여 재 5천원 수 의 서비스가 등장함. 

고속 이동통신망과 함께 RFID를 활용한 센서 네트워크 구축으로 근거리  실

내 치기반 서비스도 확장될 것으로 기 됨.

 

□ 통신사업자나 포털업체와의 략  제휴를 통한 시장 선 이 필요 

 → 시장 니즈 3 : 디지털 지도 경험 축 , 가정, 차량용에서 모바일 연계 서비스로 

시장 활성화 기

 ○ 특정 치(POI)를 검색하기 해 디지털 지도를 확인하는 습 은 더욱 성숙해져 

인터넷을 통한 구 맵/어스(Google Map/Earth) 서비스  매쉬업 서비스가 다수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 공 측면에서는 재 정체상태이며 음성 심의 수익구조에서 새로운 수익모델 창

출이 요구됨. 경찰청의 GPS 의무장착 추진, 지도 업데이트 유료화 추진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수익창출 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사생활 침해  치정보의 남용과 GPS 장착 비용 부담 논란  

 → 시장 니즈 4 : 치정보법16) 제도 장치 활성화 기

 ○ 경찰청의 GPS 의무 장착 추진은 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긴 구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내에 보 된 휴 폰의 약 80%는 GPS 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16) ‘ 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한 법률’을 약칭하여 치정보법이라고 부름. 치정보법은 치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 2005년에 제정됨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316 -

치정보의 정확도가 수백 미터 수 으로 낮은 상황임. 휴 폰에 GPS를 의무 장착

하게 되면 정확한 치정보는 납치, 유괴 등 범죄수사, 교통사고 긴 구조에도 크

게 유용함. 

 ○ 반면에, 개인이 특정시간에 특정 치에 존재하 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하여 치정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치정보 활용에 한 오남용

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최근 모 이동통신사에서는 치 추  허용을 개인이 선

택 할 수 있음. 한 애 사는 개인 치 정보를 허용없이 수집한 댓가로 집단 소

송이 진행되고 있음. 

요인 Needs

- 가격 경쟁력 요구
- 수요, 공 , 기술 등 3가지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 

가능성 증가 망 
- 통신사업자와 포털업체와의 략  제휴를 통한 

시장 선 이 필요
- 사생활 침해  치정보의 남용과 GPS 장착 비

용 부담 논란 가능성  

⇒

- 원칩화, 가격화(cost down) GPS 수신칩
- 라이  스타일 변화로 새로운 서비스 요구 증가 
- 디지털 지도 경험 축 , 가정, 차량용에서 모바일 

연계 서비스로 시장 활성화 기  
- 치정보법 제도 장치 활성화 기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세계의 치기반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각 국가들의 이동 통신 기술 발 에 힘입

어 2011년 약 65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172억달러로 연평균 52% 성장률이 망됨. 

   

※ 자료 : Global Industry Analysts, 2010. 08,Location-based Services (LBS) - Executive Summary  

[LBS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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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기반 객체 추  시스템의 국내시장 규모는 최근 스마트폰의 보  확 와 함

께 방송통신 원회의 GPS 장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치기반 서비스가 재

조명 받고 있음. 

   - 시장 규모는 2008년 4,569억원의 규모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1조 2,910억원 규

모로 연 평균 41.3% 높은 성장률을 망함. 

         

        ※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 회(KAIT), 2009년 2월 보고서  

[국내 치기반 서비스 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와 투자 규모]

 ○ GPS  원격 센싱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6%의 지속 인 성장세가 상되

며, 2014년 68억달러 규모가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09. 06, Environmental Sens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Global Markets 

[환경 센서  모니터링 시장 내 GPS  원격 센싱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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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센서  모니터링 시장 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가 GPS  

원격 센싱 분야이며, 객체추정 센서 네트워크 시장도 유사한 성장 곡선이 상됨. 

 ○ 세부 으로 2011년 발행 된 GPS IC에 한 보고서에 수록된 GPS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면, 연평균 8%의 성장률로 2014년 33억달러의 규모가 망됨.

                     ※ 자료 :Databeans, 2011.11, 2010 GPS ICs

[GPS 반도체 시장 망]

 ○ 최근에는 Wi-Fi, Zigbee, UWB, Bluetooth, RFID, 음 (Ultrasonic), IrDA 등과 같

은 근거리 통신 망 기반하에 이용한 치추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 심으로 활용범 가 바 고 있는 추세이며, 치추  련 콘텐츠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음

   - 긴   응  련 112  119 같은 경우 치 추척 시스템 기술이 사용되고 있

으며, 이동통신의 경우도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치인식 련 어 리 이션을 바

탕으로 시장을 확 해 나가고 있음

(2) 무역 황 분석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2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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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기타(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8529.10-9900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 조 기의 것(부분품) 8529.90-9100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8517.62-5000

기타(트랜시버) 8517.62-6039

장 단 수신기 8517.69-1100

단  수신기 8517.69-1290

기타 음성· 상 는 기타 자료를 송신 는 수신을 한 기기 8517.69-9000

치 인식 
추정시스템

기타(항행용 무선기기) 8526.91-909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
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치정보 리 
시스템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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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
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 수출입 황

 ○ 수출입 황을 보면, 치인식 추정시스템의 항행용 무선기기 규모가 2010년 기  

수출(63.15Mil$), 수입(49.89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항행용 무선기기의 경우 2007년까지 수출규모가 증가하 으나, 2008년을 기 으로 

수출규모가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객체 추정 

센서 네트

워크

기타(각종의 안테나와 반

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17.92 19.94 21.03 19.92 28.77 81.79 79.25 55.53 35.95 91.26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

격 조 기의 것(부분품)
38.00 61.92 38.18 34.69 44.03 65.49 42.62 46.14 41.18 38.46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 5.96 0.96 1.39 46.28 - 11.47 19.62 10.03 14.63

치 인식 

추정

시스템

기타(항행용 무선기기) 182.23 121.33 91.63 44.56 63.15 40.16 56.93 50.78 67.59 49.89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

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

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

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6.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

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

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

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5.02 6.85 1.08 0.37 0.91 0.46 0.88 0.27 0.74 0.86

치정보

리 

시스템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

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

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

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6.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

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

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

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5.02 6.85 1.08 0.37 0.91 0.46 0.88 0.27 0.74 0.86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

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12.26 16.67 13.30 6.39 9.42 15.84 28.96 21.32 12.61 12.12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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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은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 로는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 화· 신용 송신기기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등

   - 수출 특화 분야 :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 화· 신용 송신기기 등 

 ○ 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 화· 신용 송신기기는 2009년까지 수입특화 분야 으나, 

2010년을 기 으로 수출특화분야로 환된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기타(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동 부분품)
-0.64 -0.60 -0.45 -0.29 -0.52 수입특화

항행용 무선기기, 무선원격 

조 기의 것(부분품)
-0.27 0.18 -0.09 -0.09 0.07 수출특화 환

무선 화용․무선 신용 

송신기기
- -0.32 -0.91 -0.76 0.52 수출특화 환

치 인식 

추정시스템

기타(항행용 무선기기) 0.64 0.36 0.29 -0.21 0.12 수출특화완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83 0.77 0.60 -0.33 0.03 수출특화완화

치정보 리 

시스템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9 -0.80 -0.59 -0.76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83 0.77 0.60 -0.33 0.03 수출특화완화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0.13 -0.27 -0.23 -0.33 -0.13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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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ystem, method, information, signal, objectdevice, location, onecontainer, status, RFID, assembly, Voice, 
video

CR_2
received, receiving, pluralitytransmission, transmitting, transmittedtransducer, liquid, member, QoS, Wi, 
web, card, cluster

CR_3
path, link, channel, amongcommon, operates, interference, algorithm, bandwidthbandwidth, cost, 
resolution

CR_4
automobile, approaching, implementing, intendedroute, destination, source, routing, packet, networks, 
message

CR_5
channel, period, broadcast, messagestransceiver, controller, modeAutonomous, forwarding, Adaptive, 
segment, directional, transactionMS, Calls, signaling, resulting, coverage, urban

CR_6 access, service, communicationsdatabase, locations, server, stored

CR_7 signal, receiver, position, first, node, ultrasonicultrasonic, transmission, vehiclesurface, portion, direction

CR_8
group, individual, respective, environment, securityclient, distribution, managing, conditions, provider, 
required, computing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 포

지션맵 작성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 치기반 객체 추정시스템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

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IT융합

- 323 -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map, particular, relative, Portable, circuitPortable, electronic, functionalert, notification, programmed, 
monitored

CR_10 terminal, configured, power, sensor, navigation, frequency, geographicmonitored, obtains, tracked

CR_11
distance, steps, obtained, set, High, generatingcircuit, generate, partoffset, noise, differential, band, 
start, acquired, edge

CR_12 traffic, request, localmessage, traffic, selected, number

CR_13 value, measuring, distance, pathpart, generates, statemeasurement, measurements, phase

CR_14 object, image, surface, value, module, route, section, transducerfirst, second, unit

CR_15 module, operation, transceiver, cellular, map, antenna, memorymemory, identification, digital, code

CR_16 antenna, reference, range, coordinates, pointemergency, units, sensors, vehicles

CR_17
unit, processing, signals, time, apparatussection, end, light, beacon, moving, container, alarm, layer, 
address

CR_18
information, data, device, GPS, networkvehicle, tracking, user, devices, terminaldevices, associated, 
systems, accessaddress, IP, internet, target, emergency, measurement

CR_19 node, nodes, hoc, ad

CR_20 alarm, applications, call, three, line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데이터 융합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객체 추정 치 정보 제공 기술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무선 리 요소 기술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노드 치 정보 달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노드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치 인식 추정시스템

RF 신호 기반 치인식 시스템 구축 기술

치 추  오차  감소를 한 알고리즘 개발 기술

음 를 이용한 치 인식 시스템 기술

GPS기반 치 추정 기술

객체 추정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네트워크 연동 기반 추정 시스템 구축 기술

치정보 리 시스템

고효율 치 정보 리 기술

네트워크 기반 치 정보 공유 기술

개별 사용자 치 정보 보안 기술

치정보기반 부가 서비스 개발 기술

객체 치 정보 모니터링 기술

치 정보 리 시스템 객체 알람 기능 요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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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 - - -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 - - -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 - 10% 10%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 - - 10%

객체 추정 치 정보  제공 기술 - - - -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무선 리 요소 기술 - - - -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 - - -

노드 치 정보 달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 - -

노드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 - - -

치 인식 

추정시스템

RF 신호  기반 치인식 시스템 구축 기술 10% - - -

치 추  오차 감소를 한 알고리즘 개발 기술 - - 10% -

음 를 이용한 치 인식 시스템 기술 - - - -

GPS기반 치 추정 기술 30% - 20%

객체 추정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30% 10% - 20%

네트워크 연동 기반 추정 시스템 구축 기술 10% - - -

치정보 리 

시스템

고효율  치 정보 리 기술 20% 10% 10% 20%

네트워크 기반 치 정보 공유 기술 30% 10% - 10%

개별 사용자 치 정보 보안 기술 - 10% - 10%

치정보기반 부가 서비스 개발 기술 20% 10% - -

객체 치 정보 모니터링 기술 10% 10% - 10%

치 정보 리 시스템 객체 알람 기능 요소 기술 - - - 1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3기업의 결과 임.

 ○ 치기반 객체 추정 시스템 분야에서 ‘GPS기반 치 추정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0%가 보유하고 있으며, 2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객체 추정 치 정보  리 요소 기술’은 보유기술(30%), 소기업형 기술

(20%), 성숙기술(10%)라고 응답하 으며, ‘네트워크 기반 치  정보 공유 기술’은 

보유 기술(30%), 소기업형 기술(10%), 소개업형 기술(10%)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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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ITS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교통,운송 솔루션 기술

   - 지리구축 유지  보수 기술

   - 안드로이폰 소포트웨어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치기반 객체 추정 시스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IC칩, BIT, 치기반 질병 리시스템 

해외 기업 Vix Technologs, NIKE, NEC Corporation, Hitachi, Panasonic Corporation  

국내 기업

기업 삼성반도체, 삼성SDS, 삼성 자, SK텔 콤 

소기업 ㈜가인테크, 합성메데아, 경 , 신오 자, 비츠로테크, JT-Corp, Goal system, 이티 리텔  

 ○ 치기반 객체 추정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소 트웨어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 이상

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2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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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들은 치기반 객체 추정 시스템 부품의 제품을 소기업 업체에

서 공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기업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메모리칩, 지리정보 테이터 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치기반 객체 추정 시스템 분

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시스템 련 소 트웨어  칩을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S/W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핵심요소기술 조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컨텍스트용 노드 치기반 라우  기술 특

효율  쿼리 처리용 센서 데이터 베이스 방식 기술 특

고효율 력 랫폼 구축 기술 특

데이터 융햡 기반 클러스터링/계층 구조 기술 특

객체 추정 치 정보 제공 기술 특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무선 리 요소 기술 특

게이트웨이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특

노드 치 정보 달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특

노드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치 인식 추정시스템

RF 신호 기반 치인식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치 추  오차 감소를 한 알고리즘 개발 기술 특

음 를 이용한 치 인식 시스템 기술 특

GPS기반 치 추정 기술 특

객체 추정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특

네트워크 연동 기반 추정 시스템 구축 기술 특

치정보 리 시스템

고효율 치 정보 리 기술 특

네트워크 기반 치 정보 공유 기술 특

개별 사용자 치 정보 보안 기술 특

치 정보 기반  부가 서비스 개발 기술 특

객체 치 정보 모니터링 기술 특

치 정보 리 시스템 객체 알람 기능 요소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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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객체 추정 치 정보 제공 기술

노드 치 정보 달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노드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객체 추정 센서 네트워크

   - 객체 추정 치 정보 제공 기술은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치 정보와 센서 네트

워크 무선 리 요소기술들이 IT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무선 리 연동 상, 우선 요소기술로 선정.

 ○ 치 인식 추정시스템

   - GPS 기반 치 추정 기술은 GPS기반의 스마트 Device를 활용한 치 추정 등,  

GPS 치 기술을 통한 응용 솔루션들의 시장 확 가 상되고, 다양한 응용 솔루

션 등 서비스 용 분야 확  상, 우선 요소기술로 선정. 

 ○ 치정보 리 시스템

   - 개별 사용자 치 정보 보안 기술, 치 정보 기반  부가 서비스 개발 기술, 객체 

치 정보 모니터링 기술, 치 정보 리 시스템 객체 알람 기능 요소 기술들은 

" 치정보 리시스템"에서 치 정보의 다양한 응용 어 리 이션의 융합을 통하

여 치 정보 기술을 통한 정보 연계 기술성과 다양한 융합  확  시장성  스

마트 디바이스의 융합 서비스에 한 소기업성을 고려할 때 방향 Interactive 

통신을 통한 치정보 인 라 구축 기술에 하여 U-City구 을 한  IT융합 기

술로 확  발 할 수 있기에 우선 요소기술들로 선정.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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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치 인식 추정시스템

RF 신호 기반 치인식 시스템 구축 기술

GPS기반 치 추정 기술

객체 추정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치정보 리 시스템

고효율 치 정보 리 기술

개별 사용자 치 정보 보안 기술

치 정보 기반 부가 서비스 개발 기술

객체 치 정보 모니터링 기술

치 정보 리 시스템 객체 알람 기능 요소 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객체추정 
센서 

네트워크

객체 추정 치 정보 제공 
기술

실시간 정보 
제공

TTFF 60  이내 TTFF 30  이내 TTFF 10  이내 TTFF 10  이내

노드 치 정보 달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치정보기반 
맞춤형 

정보 달기술 

고정노드 리 
시스템 구축
(100개 이상)

이동/고정노드 
리 시스템 구축
(100개 이상)

맞춤형 
노드 리시스템

구축
(만개 이상)

맞춤형 
노드 리시스템

구축
(만개 이상)

노드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통신호환칩셋 
인터페이스규격 

수

센서 네트워크 통신 
규격 만족 칩셋 

개발
(지그비, 블루투스, 
와이 이, UWB)

센서인터페이스 
규격 수

(IEEE 1451.*)

센서인터페이스 
규격 수

(IEEE 1451.*)

치인식 
추정

시스템

RF 신호 기반 치인식 
시스템 구축 기술

RF 신호분리
기술

RF 신호 특성 
5단계 이상 분류

RF 신호 특성 
10단계 이상 분류

RF기반 
상호 력 
치인식 오류 

1m 이내확보 

RF기반 
상호 력 
치인식 오류 

1m 이내확보 

GPS기반 치 추정 기술
GPS 신호 
필터링기술

GPS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치 
인식 오류 4m 이하 정확도

GPS 외 센서 
데이터 

퓨 기반 치 
인식 오류 1m 
이하 정확도 

GPS 외 센서 
데이터 

퓨 기반 치 
인식 오류 1m 
이하 정확도 

객체 추정 치 정보 리 
요소 기술

객체 모델링 이동객체 모델링
스트림데이터베이스 

구축
객체추정 메모리 

최 화
객체추정 메모리 

최 화

치정보
리 시스템

고효율 치 정보 리 
기술

자기제어기술
라이버시 

보호/설정/해제/
외 로토콜 

라이버시 자기 
제어

라이버시 
시공간설정제어

라이버시 
시공간설정제어

개별 사용자 치 정보 
보안 기술

인증설정
보안기술

라이버시 선호도기반/맵 기반 
개인 치보호 선택 기능  

모바일 
랫폼의 치 

로 일링 
보안  인증 

선택 기능 

모바일 
랫폼의 치 

로 일링 
보안  인증 

선택 기능 

치 정보 기반  부가 
서비스 개발 기술

부가서비스
개발

Where 2.0 
개인화된 서비스 

 Community  
수  이상 서비스  

SNS 연계 서비스 
모델 개발

모바일 부가 
서비스 상품화

 모바일 부가 
서비스 상품화

객체 치 정보 모니터링 
기술

치 정 도 
향상기술

실내외 연속 치 정 도 
4m 이하 

실내외 연속 
치 정 도 3m 

이하

실내외 연속 
치 정 도 3m 

이하

치 정보 리 시스템 
객체 알람 기능 요소 기술

맞춤형주기
설정기술

고정주기 객체 치 알람 기능 
(1회/10분) 이상

선택 주기별 
객체 치 

알람(1회/1 ) 
이상 

선택 주기별 
객체 치 

알람(1회/1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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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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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응용

- 창의 교육을 위한 로봇 서비스 콘텐츠 및 교구재 로봇

- 초등교육 도우미 로봇

- 실버용 헬스케어 도우미 로봇

- 연구용 다관절 로봇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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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교육을 위한 로봇 서비스 콘텐츠 및 교구재 로봇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이란, 환경과 상황의 실시간 인지  응하는 

지능 기술, 감지 센서를 이용한 감지 기술, 인간과 로 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휴먼 인터페이스, 상물을 조작하여 이동하게 하는 기구 제어 기술 등을 조

합하여 로  콘텐츠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시뮬 이터와 모터, 센서  자 

부품들을 이용해 로 을 자가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포함된  로  교육용 팩키

지 툴 킷임.  

 ○ 특히, 이러한 툴 킷은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함.

   - 단말 립성  응성: 한번 작한 서비스 콘텐츠는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다양

한 종류의 로  하드웨어에 손쉽게 용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확장성: 로  하드웨어 외부에 존재하는 소 트웨어 임워크는 표

인 로토콜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송, 병렬처리성 그리고 신뢰성을 갖고 네트

워크를 통해 기능 확장이 가능해야 함.

 ○ 로  창의 교육을 해 단순 조립성을 탈피하여 센서, 자, 기계, 컴퓨터 기술에 

한 기  기술의 습득, 논리 이고 과학 인 문제 해결 능력  새로운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함.  

 ○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는 학교교육의 다양성 확 를 지원하고 체계 인 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등학교 68개교를 상으로 교구로 과 교사 연수 등 교사의 

로 활용 지원체제를 구축한 후 교구로  시범 교육 사업을 실시함.

 ○ 2007년 8월을 기 으로 약 2,000여개 이상의 등학교에서 로 을 이용한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에서도 로 과학 련 반들이 지속 으로 

신설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로 련 경진 회를 실시하고 있음.

 ○ 재 국내는 사교육  방과 후 특기 성 교육에서 로 이 활용되고 있고, 수십 개

의 로  회들이 활동 이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자료: 지경부-2009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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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계획안)으로 추정 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로 을 통한 교육은 확 되고 있으나 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교육 강

사비, 장비구매 비용, 컴퓨터 구매, 맵 구매비용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방과 후 교

실 등 학생들의 로 교육이 비용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교육 장에서 로 에 한 로 교육 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

의 교구로 , 교육시간부족, 교구 로  간 호환성부재, 가격, 교재  커리큘럼의 

부재, 장비 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 들이 교육 다양성 확 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 오 라인 교육방식은 로 조립, 알고리즘 개발, 실제 구동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로 교육이 다양한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 강사비, 장비구매 비

용, 맵 구매비용 등 지출비용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하기에는 기회비용 지출

이 큰 편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로 교육을 받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음. 한 개발

한 알고리즘 용에 있어서도 알고리즘 수정  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

 ○ 반면 로  시뮬 이터는 다양한 로 과 환경 그리고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흥

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고, 수학, 물리, 기  자, 기, 기계, 컴퓨터, 통신과 같은 

복합 인 기술을 쉽게 학습할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 개방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콘텐츠의 종류와 질이 폭발 으로 

향상되고 있음. 기존의 네트워크 로 은 폐쇄 인 네트워크에서만 근 가능한 서비

스를 정의하고 연동하 으나, 이는 재와 같은 범용 개방형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근방법임. 따라서 네트워크로 로 의 서비스도 타 기기에서 연동 가

능하도록 극 으로 개방하고, 기존의 개방형 인터넷 서비스와의 연동이 필수 임.

 ○ 로  부품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발 으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로  하드웨

어 제작이 가능해짐.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속히 보 되면서, 환경 내 센서 

 정보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동가능하게 되었고, 서비스 로 의 경우 이를 통한 

기능 확장이 시장의 필수 요구사항이 되고 있음. 따라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은 로 의 다양성  기능 확장성을 고려하여, one-source-multi-use 

(OSMU) 방식의 작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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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

 ○ (제품 분류 ) 지능형 서비스 로 은 개인서비스 로 , 문서비스 로 , 산업

용 로 으로 크게 분류하며,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은 산업용 로 을 

제외한 콘텐츠를 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로 을 포함.

[로  서비스 콘텐츠17) 분야의 주요기술 분류표]

분류 분류 소분류 핵심기술 기능  성능

개인 로

서비스 콘텐츠

노인/장애인

지원 로
노인지원로

노인인지 향상

로  콘텐츠 기술

콘텐츠 종류(가지), 인지향상에 

한 사용자 정도(%)

오락/건강

지원 로

엔터테인먼트 로

엔터테인먼트 로

용 정보 달을 한 콘텐츠  

표 기술

콘텐츠 구성 수 , 표  수단

애완로
애완로  소형 랫폼  

콘텐츠 기술
성장 수

교육로

교육보조 로
교육 보조용 

로  콘텐츠 기술

동작생성 방법, 상호작용 

최 지연 

시간(Sec, 1GHz CPU 기 )

교구용 로
교구용 로  콘텐츠를 한 

공유시스템  리체계 기술
로 행  서술 언어

문로

서비스 콘텐츠
의료복지 로 재활로

재활 훈련 로 용 

응용 재활콘텐츠기술

HRI 기반 재활

콘텐츠 수

로  랫폼  

시스템 통합

로  랫폼 S/W 랫폼 로  태스크/콘텐츠 기술
태스크  콘텐츠 실행 명령 

동기시간(msec)

네트워크 

기반로  기술

네트워크기반 로  

서비스, 콘텐츠

서버 기반 상호작용형 로  

콘텐츠 기술
로  콘텐츠 유형(개) 

 ○ (공 망 ) 로  서비스 콘텐츠 역은 범용 네트워크 기반 로 용 콘텐츠,  

교육 보조  교구재 로 용 콘텐츠, 가정  엔터테인먼트 로 용 콘텐츠, 감시 

 경비 로 용 콘텐츠, 노인 지원  서빙 로 용 콘텐츠 등으로 구분함. 

  ⇒ 창의 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의 범 는 교육 보조  교

구재 로 용 콘텐츠 역으로 한정하며, 기술 으로는 크게 네트워크 기반 로  

서비스 콘텐츠 통합 개발 환경 기술, 로  서비스 콘텐츠 컴포 트  연동 기술, 

통합 개발 환경의 로  서비스 콘텐츠 제공 기술, 사용자 심의 로  콘텐츠

(UCC) 제작 기술을 포 하며 로 시뮬 이터의 3D Rendering 엔진, 물리엔진, 

가상 환경  로  구성 도구, 가상하드웨어 모델러와 로  시뮬 이션 H/W 통

신 인터페이스, H/W 랫폼 등이 포함됨. 

17) 지식경제부 로  통합기술 청사진 자료  로  서비스 콘텐츠 부분만 발췌 정리(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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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요소세부기술

로  서비스 콘텐츠용 

시뮬 이터

로  시뮬 이션의 시각화 

기술

3D Rendering 엔진 기술

환경 요소 제어 스크립트

Multi View

Scene Graph

Shadow

Blending 

공용 file 일 형식 채용

Texture Mapping

로  시뮬 이션의 사실  

상 표  기술

Open Source 물리엔진 기반 로  시뮬 이션 랫폼 기술

Collision Detection 

Joint

Rigid Body

Convex Mesh Handling

Concave Mesh Handling

[공 망 단계별 로  서비스 콘텐츠 분야 분류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제품/기술

세부내용 기술

로

서비스  

콘텐츠 

분야 

범용 네트워크 기반 

로 용 콘텐츠

서버 기반 콘텐츠 작도구  

콘텐츠  태스크 실행엔진 등

컴포 트 기반 콘텐츠 작 기술,

통합 스튜디오 기술

교육보조  교구재 

로 용 콘텐츠
교육로 , 보안감시, 학습, 오락 등

교육용 로  개발 KIT, 로  시뮬 이터,

교육 콘텐츠 작 기술 

가정  엔터테인먼트 

로 용 콘텐츠

다양한 로  콘텐츠, 홈 

모니터링, 엔터테인먼트 등

가정용 로  콘텐츠 작기술, 엔터테인먼트 로

콘텐츠 기술

감시  경비 로 용 

콘텐츠

교육, 재난감시, 경비, 

보안 등

원격 감시를 한 상 음성 콘텐츠 처리 기술,

무인 경비를 한 로  제어 기술

노인 지원  서빙 

로 용 콘텐츠

수직 다 , 서빙로  콘텐츠, 

원격조정, 자율주행, 오락/건강 

콘텐츠 등

인지 능력 향상을 한 콘텐츠 작 기술,

로 카페 제어  콘텐츠 작 기술

[ 용 상에 따른  교구재 로  구분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내용

 

교구재

로  

분야

유아  등부 기 과학 원리 습득, 과학  사고력  문제 해결능력 신장

고등부 창의 인 로  조립  실험, 기  콘텐츠 용능력 배양

학생  일반 응용 로  조립  심화된 콘텐츠 개발 능력 배양,  로  경시 회 활용

문 개발자 니즈에 따른 다양한 로  콘텐츠 개발 도구 활용

[제품 분류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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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요소세부기술

로  시뮬 이션 환경  

로  구축 기술

가상 로 , 가상환경 구성 도구 

공용 file 일 형식 채용

환경 모델링 기능

로  모델링 기능

센서 설정 기능

로  장치 가상화 기술

가상하드웨어 모델러 기술

데이터 상호 호환 Profile 기능

다양한 센서 하드웨어 모델 채용

가상하드웨어 생성  수정 에디터 기능

로  지능화 기술

로  시뮬 이션 한 제어 기술

로그래  언어 지원 기능

그래픽 제어 언어(Flowchart Language) 기능

Data Link 기능 

마이크로 로세서 기반의 

과학교육 로  시뮬 이션 

엔진 랫폼 

기술(라인트 이서)

라인트 이서 로 시뮬 이터 개발

마이크로 로세서 그래픽 로그램 에디터 기능

라인드 이서 시뮬 이션 기능

라인트 이서 맵 에디  기능

멀티유  시뮬 이션 기능

범용 OS 기반의 과학교육 

로  시뮬 이션 환경 구축 

기술

로  시뮬 이션 엔진 랫폼 기술 개발

가상로  디바이스 컴포 트 개발(20종 이상)

가상로  서비스 컴포 트 개발

멀티유  시뮬 이션 기능

로  시뮬 이션 H/W 

통신 인터페이스

로  시뮬 이션을 한 

H/W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로  시뮬 이션 제어  모니터링 로토콜 제공

마이크로 로세서 기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라이 러리 

제공

범용 OS 기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라이 러리 제공

교구재 로

교구재 로 (모바일 로 , 

라인트 이서, 소형 

휴머노이드) 제어기 

개발 기술 

범용 OS 로 제어기 로  제어기

마이크로 로세서기반 로 제어기 

센서  액추에이터 확장 인터페이스 기능

모터 서보 제어 기능

교구재 로  상호 

호환 기술

교구재 로  공용 H/W 랫폼 개발 기술

어드밴스드 조인트 임 제공(휴머노이드) 

어드밴스드 Body 임 제공(라인트 이서)

멀티 센서 부착 기능 제공

멀티 바디 컨텍터 제공

미션 모듈(Arm, Gun, Solenoid Lancer, Camera)

로  시뮬 이터를 이용한 

과학 교육 활성화 기술

교육 콘텐츠 개발

다양한 로  조립 시나리오 콘텐츠

로  센서  액추에이터 학습 동 상

로  시뮬 이션 통합 사용자 설명서

다양한 미션 시나리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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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18)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분야의 상특허 1,033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52%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

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특허의 경우 각각 2006년 2007년을 기 으로 감소하

는 추세임. 유럽특허는 분석 기간 동안 출원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18)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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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용도의 응용에 특히 합한 것 131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131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65

B25J-013 메니 이터 제어 46

G05B-019 로그램제어계 39

B25J-009 로그램 제어 메니 이터 41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출원인이 체 으

로 동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Applied Materials(US)가 체 특허 33건, 비

삼극특허 21건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FANUC(JP) 0 5
Applied  

Materials(US)
12 21 SONY (JP) 10 2

2 ABB(CH) 3 1 Microsoft (US) 15 7
HONDA 

MOTOR (JP)
11 1

3 SONY(JP) 0 3 IBM(US) 20 2 FANUC (JP) 1 10

4 COMAU(IT) 1 2 SONY(JP) 5 5
MATSUSHITA 

ELECTRIC(JP)
10 0

5

KUKA 

Schweissanlagen 

(DE)

2 0 Siemens (DE) 10 0
YASKAWA 

ELECTRIC (JP)
7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인에 의한 출원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최  출원 40건을 기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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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50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용도의 응용에 특히 합한 것 44

G06Q-050 특정업종, ) 의료, 공익사업, 업 는 법률업에 특히 합한 시스템 는 방법 31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워크 11

B25J-009 로그램 제어 메니 이터 10

G06Q-030 상거래, )마 , 쇼핑, 청구, 경매 는 자상거래 9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연구기 이나 기업 상 없이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한 기 은 ETRI(KR)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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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ETRI(KR) 22 유진로 17 이티(KR) 14

2 한국과학기술원(KR) 5 아이오테크 10 삼성 자(KR) 13

3 앙 학교(KR) 2 이지로보틱스 3 엘지 자(KR) 8

4 시뮬 이션연구소 3 에스 이텔 콤(KR) 6

5 로보메이션 3 공업 2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참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구성요소의  세계 비 기

술경쟁력은 평균 0.06로 보통 수 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상 으로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로 용 센서인 것으로 악 

되었으며, 로 용 제어 모듈의 경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1로 낮

게 나타남

 ○ 동 략제품의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를 살펴보면, 로 용 콘텐츠, 로  키트가 각

각 1.64, 1.36으로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로 용 제어모듈의 

경우는 0.64인 것으로 분석되어 상 으로 기술활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로 용 센서 1.32 311.10 0.53 1.46 0.11 0.84 

로 용 콘텐츠 0.99 110.12 1.03 1.24 0.09 1.64 

로  키트 0.77 171.38 1.14 0.86 0.07 1.36 

로 용 제어 모듈 0.84 129.40 1.76 0.16 0.01 0.6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로 용 제어모듈(2.08), 로  키트(1.42), 로 용 콘텐츠

(0.96), 로 용 센서(0.16)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 용 제어 모듈에 

한 기업들의 기술 확보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 으로 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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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가능성이 가장 어려운 분야인 것으로 단됨

 ○ 동 략제품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로 용 콘텐츠 분야가 568.95의 기술독

 지수인 것으로 분석되어,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기술에 한 독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 로 용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의 기술독  지수는 평균 214로서 기술 

독 도는 보통 수 인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센서 297 0.16 313.99 

로 용 콘텐츠 847 0.96 568.95 

로  키트 2,516 1.42 182.62 

로 용 제어 모듈 1,671 2.08 147.52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센서  모듈 0.11 0.84 0.16 313.99 

로 용 콘텐츠 0.07 1.64 0.96 568.95 

로  키트 0.07 1.36 1.42 182.62 

로 용 제어 모듈 0.01 0.64 2.08 147.52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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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로 용 센서가 3.38로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로 용 제어모듈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평균 3.6 으로 나타나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한 인 라 구조가 갖추어 진 것으로 단되며, 기술활동

도는 로 용 콘텐츠와 로  키트 분야가 5 인 것으로 악됨

   - 기술진입도는 로 용 센서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보통이하로 분석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로 용 센서 4 2 3.2  5 2 3.5 3.38 

로 용 콘텐츠 3 5 3.8  3 1 2.0 2.72 

로  키트 3 5 3.8  1 3 2.0 2.72 

로 용 제어 모듈 1 1 1.0  1 4 2.5 1.90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로  교육을 통한 과학 교육의 활성화

→ 시장 니즈 1 : 교구재 로 의 교육시간 부족, 가격, 일반 인 교재  커리큘럼

의 부재(不在)

 ○ 과학 교육에 한 동기  흥미를 부여하고 창의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체계 인 

로  교육 로그램이 부족함.  

 ○ 로  교육은 방과 후 수업이나 특정 과목의 일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은데, 로 에 한 략 인 설명은 이루어 질수 있겠으나 학생들이 로 을 만져

서 직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으로는 짧음.

 ○ 교구 로 의 가격은 일반 다른 학습 교구와 비교했을 때 비싸고, 최근에 가격이 

렴한 제품이 나오기는 하나, 모든 학생이 각자의 로 을 가지고 수업하는 경우

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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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기술이 빠르게 발 하면서 교구 로 도 변화가 빠른데,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마다 교체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함.

 ○ 한 교구로 에 한 교재나 커리큘럼은 다른 교구로 에 용하기 어렵고, 혹 

복 되는 내용도 있지만 부분은 상 교구 로 의 특징에 맞추어 만들어 짐.

□ 로  서비스 콘텐츠의 다양화

→ 시장 니즈 2 : 로 의 단순 행동 제어에 한정된 기존 로  서비스 기술을 IT 

심의 고 형 서비스를 한 변 확  기여

 ○ 로  랫폼 개발과 아울러 로  서비스 콘텐츠 산업 발 의 디딤돌 역할을 기

 ○ 네트워크 로  서비스 콘텐츠 개발 통합 환경의 기술 선도

 ○  세계  로  서비스 콘텐츠 작  모델링, 콘텐츠 련 규격 등에서 표 화

를 선도하고 시장을 선 할 수 있음.

□ 로  서비스 콘텐츠의 표 화

→ 시장 니즈 3 : 교구재 로  사이의 호환성부재

 ○ 로  실용화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지속 인 확장  호환을 해

서는 표 화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로  서비스 콘텐츠 모델링  련 규격을 표 화하여 로  서비스 콘텐츠 산업

과 로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로  서비스 콘텐츠 작도구의 표 화를 통하여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음.

 ○ 다양한 교구 로 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은 각각의 로 에 한 내용

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로 이 함께하는 수업은 이루어지기 어

려운 상황임.

 ○ 교구 로 을 일반 교과과정에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용 범 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

□ 사용자 측면에서 편의성 

→ 시장 니즈 4 : 개발환경이 복잡함. 재사용성 떨어짐, 장비 리의 어려움

 ○ 사용자 수 에서의 맞춤로  개발환경으로 로  콘텐츠의 UCC 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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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로 에서 동작이 가능한 콘텐츠의 작과 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 로  서

비스 콘텐츠의 One Source Multi Use를 실 하여 콘텐츠의 재사용성을 증 함.

 ○ 리자는 교구 로 에 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고장이나 기타 긴 한 문제에 

응할 수 있음.

 ○ 고가의 교구 로  도난, 분실의 문제가 상존함.

요인 Needs

- 교구 로  사이의 호환성부재
- 교육시간 부족, 가격, 일반 인 교재  커리큘럼의 부재

(不在)
- 제한된 로  서비스 콘텐츠
- 장비 리의 어려움(복잡성, 재사용성 부족)
- 호환성 부재

⇒

- 창의 인 로  교육
- 로  호환성 확보와 다양한 부품 용
- 합리  가격  다양한 커리큘럼 구성
- 학습 시간  효과 증진
- 극 인 학생 참여율 향상  진  장비 리 효율화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세계 문서비스 로 시장은 2009년 약 40.1억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6%성장하여 2014년에는 약 53.6억달러의 시장 형성할 

것으로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09. 4, Robotic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세계 문서비스 로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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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로 용

센서모듈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의 부분품) 9032.90-9000

로 용 

컨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문 서비스 로 의 세부 분야별 시장을 살펴보면, Whole robots 시장은 2009년 약 

19.5억달러에서 연평균 5.6% 성장하여 2014년 약 25.6억달러의 시장으로 확 가 

상되며, Robot Software시장은 시 인 2011년 약 4.3억달러의 시장 규모에서 약 

0.16배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3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조사됨.

※ 자료 : BCC Research 2009. 4, Robotic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 문 서비스 로 의 세부 분야별 시장 망]

 ○ 문서비스 로 의 시장 보고서를 활용하여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의 시장을 추정해 보면, 향후 3년 동안은 약 6%  성장이 상되

며, 향후 소 트웨어를 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선행될 때 시장 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단됨.

(2) 무역 황 분석

□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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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로  키트 기타의 완구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9503.00-3800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2000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8537.20-2000

구성
요소

품목 명칭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로 용 
센서 
모듈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의 
부분품)

36.0 31.2 72.3 66.1 51.5 337.6 346.2 350.6 288.8 424.7 

로 용 
컨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
장치용 디스크)

- 30.8 34.0 50.1 57.3 - 264.3 324.0 248.2 266.9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로 용 제어모듈의 자동제어반(1000볼트 이하)의 규모

가 2010년 기  수출(165.4Mil$), 수입(456.5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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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 명칭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서 이진법으로 운 되
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
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4 12.3 10.3 7.9 - 102.3 134.9 66.2 53.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
체)

- 0.4 0.7 0.5 2.1 - 29.1 21.1 17.0 26.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
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
에 한한다)

- 2.6 0.5 0.6 0.1 - 51.9 17.7 13.2 7.8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1.4 1.3 6.3 1.0 - 0.6 0.9 0.4 0.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

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
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
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1 0.0 - - - 0.1 0.2 0.0 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
매체)

- 0.4 0.3 - 0.1 - 4.2 8.3 2.5 4.7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

도체 매체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
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
에 한한다)

- - 0.1 - 1.7 - 0.3 0.4 0.5 0.4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1.9 1.1 0.5 0.8 - 33.3 10.1 4.4 6.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

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
진법으로 운 되고, 사
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
능한 것에 한한다)

- 1.0 0.4 0.6 1.2 - 5.0 7.8 2.9 1.3 

로  
키트

기타의 완구  모형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1.0 1.2 1.3 2.6 - 18.2 25.6 18.7 25.2 

로 용 
제어 
모듈

자 동 제 어 반 ( 압 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19.0 128.8 161.8 133.0 165.4 396.5 432.5 462.5 358.2 456.5 

자 동 제 어 반 ( 압 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5.8 3.5 29.1 8.5 7.3 23.9 20.1 45.6 41.0 28.0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로  키트, 로 용 제어모듈의 자동제어반등이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인 것으로 조사됨

   - 수출 특화 분야 :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수입 특화 분야 : 로  키트, 로 용 제어모듈의 자동제어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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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로 용 센서 

모듈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

의 기기의 부분품)
-0.81 -0.83 -0.66 -0.63 -0.78 수입특화 강화

로 용 컨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

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

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

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

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

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

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

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 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

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

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로  키트
기타의 완구   모형(모터가 결합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0.89 -0.91 -0.87 -0.82 수입특화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

인 것)
-0.54 -0.54 -0.48 -0.46 -0.47 수입특화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0.61 -0.70 -0.22 -0.66 -0.58 수입특화 강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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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ection, selected, controls, recognition, value, voice, surface, mobilesurface, Movement, drivelight, 
source, contact, current, vision, calculating

CR_2 mobile, direction, motion, controller, part, endposture, reference, positionsrotation, angle, axis

CR_3
image, system, controldevice, position, datacharging, transformed, namely, markers, electrical, 
height, vector

CR_4
speech, action, relates, databaseemotion, changed, Behavior, providing, network, speech, pattern, 
workpieces, welding, Singing, charging

CR_5
object, program, time, two, inputface, human, module, associated, environment, response, power, 
remote, robots, motorcontrols, generates, generatedpallet, sight, slit, content, feature

CR_6
robot, image, unit, storageframe, systems, transmitted, side, line, transmissiondrive, 
communication, computertransmitting, receiving, imaging

CR_7

calibration, relation, interval, invariant, pose, instrument, tension, reaction, good, candidate, 
programming, collision, nodesinstrument, CT, scanner, radiolucent, driver, identical, list, 
visualizing, vacuum, problem, turning, article, resulting, surgeon, pallet, digital, arraySelf, 
calculates, easily, obtaining, acquisition, positioning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

츠  교구재 로  분야 포지션맵 작성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분야 포지션맵]

 ○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로봇응용

- 351 -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storage, configured, relay, bar, laser, emotion, software, substrate, grippingperformance, sequence, 
access, required

CR_9
value, command, output, predeterminedcalculating, amount, function, stopcontent, situation, 
estimated, areas, specific

CR_10 cleaner, mark, lens, identification, stereo, attitude, sensing, visitorvision, low, set

CR_11 pattern, patterns, Self, obstacle, shaftstop, error, positional, detectormeasuring, center, industrial

CR_12 first, second, speedunit, operation, processing, moving, first, section, workpiece

CR_13 coordinate, main, work, toolprocessing, sensor, one

CR_14
joint, actuator, mechanism, possible, legged, range, velocity, lowerworkpieces, picking, capturing, 
measured, individual

CR_15 robotic, navigation, manner, disclosedtransmission, single, outputting, analyzed, channels

CR_16
welding, period, manipulator, mode, task, edge, emergency, link, cleaner, pivoting, piece, 
working, patient, partswork, different, orientation, display

CR_17 optical, plane, movablehead, path, optical

CR_18 part, body, High, connected, used, detectingmotor, force, Hand, portion, rotation, joint

CR_19 required, reduced, number

CR_20 shaft, coupled, fixed, pair, Cable, machine

CR_21 workpiece, visual, model, three, posture, point, coordinate, transmitting, face, frame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로 용 센서

음 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반 기술

물체, 각, 비  인식기술

로 용 자이로센서 모듈 설계기술

로 용 감정인식 센서 모듈 개발기술

자율주행을 한 로 용 센서 모듈 개발기술

실시간 고정  3차원 센서  로  비 기술

신체의 자장 신호 체집 정보를 이용한 고감도 FT센서 제조 기술

가 다축 각속도/가속도 센서 기술

신호를 수집하여 모듈 정형화 시키는 센서 모듈화 기술

로 용 컨텐츠

교육용 robot content player 개발기술

네트워크 연계 로  컨텐츠 기술

로  랫폼 경로 추 /제어용 콘텐츠 기술

네트워크 기반 인간 감정 패턴화 콘텐츠 개발

로  키트

4 Wheel 기반 로 랫폼 메커니즘 기술

세트화된 키트 식별 모듈 개발

단  공작물 키트화 조립 제작  기술

경로 설정 기반 키트 조립 기술

3차원 형상화용 키트 회  조립  기술

로 용 제어 모듈

무선 제어 모듈 기술

고속/고정  모션제어용  ASIC개발 기술

로  동작 제어 모듈 개발 기술

객체 응답신호 데이터화 기술

데이터 처리  가공 제어 모듈 제조 기술

장애물 인지 제어 모듈 개발기술

신호 제어 모듈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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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

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로 용
센서

음 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반 기술 - - - -

물체, 각, 비  인식기술 15% - - 15%

로 용 자이로센서 모듈 설계기술 15% - 8% 8%

로 용 감정인식 센서 모듈 개발기술 15% - - 8%

자율주행을 한 로 용 센서 모듈 개발기술 15% - - 15%

실시간 고정  3차원 센서  로  비 기술 15% - - 15%

신체의 자장 신호 체집 정보를 이용한 고감도 FT센서 제조 기술 - - - -

가 다축 각속도/가속도 센서 기술 23% - - 23%

신호를 수집하여 모듈 정형화 시키는 센서 모듈화 기술 - - - -

로 용
컨텐츠

교육용 robot content player 개발기술 15% - 8% -

네트워크 연계 로  컨텐츠 기술 8% - 8% 8%

로  랫폼 경로 추 /제어용 콘텐츠 기술 15% - 8% 23%

네트워크 기반 인간 감정 패턴화 콘텐츠 개발 8% - 8% 8%

로
키트

4 Wheel 기반 로 랫폼 메커니즘 기술 8% - - 8%

세트화된 키트 식별 모듈 개발 15% - - 15%

단  공작물 키트화 조립 제작  기술 15% - - 15%

경로 설정 기반 키트 조립 기술 8% - - 8%

3차원 형상화용 키트 회  조립  기술 - - - -

로 용
제어
모듈

무선 제어 모듈 기술 8% - 8% 8%

고속/고정  모션제어용  ASIC개발 기술 - - - -

로  동작 제어 모듈 개발 기술 15% - - 8%

객체 응답신호 데이터화 기술 8% - - 8%

데이터 처리  가공 제어 모듈 제조 기술 8% - - 8%

장애물 인지 제어 모듈 개발기술 23% - - 23%

신호 제어 모듈화 기술 8% - - 8%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3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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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분야에서 ‘ 가 다축 각속도

/가속도 센서 기술’와 ‘장애물 인지 제어 모듈 개발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3%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구성요소  로 용 컨텐츠의 4개 요소기술은 공백기술이라는 응답이 8%로 나타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로 키트용 무선통신기술

   ∙ 로 키트용 형 기술

   ∙ 로 키트용 외형디자인 기술

   ∙ 기구제작 연  기술

   ∙ 자율주행용 센서 제조기술

   ∙ 디지털 콘텐츠 변환기술

   ∙ 스마트러닝 콘텐츠 목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모바일 AVR로 , 오축로 암, 서비스로 , 교육용 로 , 음  센서, 이 용기기, 교육용 키트, 

로 용 센서, 평 디스 이제조용 기계, 과학기자재로 , 검사장비, 섬유나염용로 , 로 용 컨텐츠

해외 기업 ABB, 지멘스, 나치, 나와사키, 야스가와

국내 기업

기업  공업, 삼성 자, LG 자

소기업
유진로 틱스, 휴나로 , 로 로보, 한울로 텍스, 에듀못, SRC, 호아로 , 알코, 라스테크, 하기소닉, 

로 , 코어벨, 유알에 , 신진테크, 하이로시, 펨토스, 탐투스, 로FA

 ○ 략제품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46% 이상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모듈부품이 31%로 조사됨

   - 창의교육을 한 로  서비스 콘텐츠  교구재 로  분야의 공 망 내 치는 

2차공 자가 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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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로 용

센서

음 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반 기술 특

물체, 각, 비  인식기술 특

로 용 자이로센서 모듈 설계기술 특

로 용 감정인식 센서 모듈 개발기술 특

자율주행을 한 로 용 센서 모듈 개발기술 특

실시간 고정  3차원 센서  로  비 기술 특

신체의 자장 신호 체집 정보를 이용한 고감도 FT센서 제조 기술 특

가 다축 각속도/가속도 센서 기술 특

신호를 수집하여 모듈 정형화 시키는 센서 모듈화 기술 특

로 용

컨텐츠

교육용 robot content player 개발기술 특

네트워크 연계 로  컨텐츠 기술 특

로  랫폼 경로 추 /제어용 콘텐츠 기술 특

네트워크 기반 인간 감정 패턴화 콘텐츠 개발 특

로 키트

4 Wheel 기반 로 랫폼 메커니즘 기술 특

세트화된 키트 식별 모듈 개발 특

단  공작물 키트화 조립 제작 기술 특

경로 설정 기반 키트 조립 기술 특

3차원형상화용 키트 회  조립 기술 특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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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로 용

제어모듈

무선 제어 모듈 기술 특

고속/고정  모션제어용 ASIC개발 기술 특

로  동작 제어 모듈 개발 기술 특

객체 응답신호 데이터화 기술 특

데이터 처리  가공 제어 모듈 제조 기술 특

장애물 인지 제어 모듈 개발기술 특

신호 제어 모듈화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학생들이 로 의 작동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용임을 감안할 때, 렴한 가격으로 구 되어야 함.

   - 물체, 각, 비  인식기술과 다축 각속도/가속도 센서기술은 학생과 로  간의 

교류에 필수 인 핵심기술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로 용 센서

물체, 각, 비  인식기술

자율주행을 한 로 용 센서 모듈 개발기술

가 다축 각속도/가속도 센서 기술

로 용 턴츠
네트워크 연계 로  컨텐츠 기술

로  랫폼 경로 추 /제어용 콘텐츠 기술

로  키트 단  공작물 키트화 조립 제작 기술

로 용 제어 모듈 로  동작 제어 모듈 개발 기술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356 -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로 용 
센서

물체, 각, 비  
인식기술

실시간 처리 기술
가, 력 모듈기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인지  
/범주  기법을 이용한 3차원 물체 

 사람 인식 센서 기술 개발

고속 력 소형 가의 
일체형 3차원 센싱 

기술 개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력, 가의 

고신뢰성 인식 센서

자율주행을 한 
로 용 센서 모듈 

개발기술

동 환경의 응 
성능기술

외부 조건에 강인한 
신뢰성

실내동 환경에서 거리와  
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서개발

가형 실/내외 자율 
주행 센서 모듈 기술 

개발

동  환경에 용 
가능한 가의 

주행  센서

가 다축 
각속도/가속도 

센서 기술
가형, 정 성, 신뢰성

가형가속도
1.5g, 각속도 
±100deg/sec

가형가속도 2g, 
각속도 

±150deg/sec  

가형가속도 3g, 
각속도±320deg/sec  

고 정 성이 보장된 
가의 센서

로 용 
턴츠

네트워크 연계 
로  컨텐츠 기술

우수한 이식성 
사용자 편리성 제공

네트워크 연계서비스 콘텐츠 통합 
환경 기술개발

맞춤형네트워크기반서비
스콘텐츠통합환경기술

이식성능이 우수한 
사용자 기반서비스 

콘텐츠기술개발

로  랫폼 경로 
추 /제어용 
콘텐츠 기술

동 환경의 응성능 
기술 외부조건에 강인한 

신뢰성

 실내 정  환경에서 경로 추   
제어용 콘텐츠 개발 

 실내 동  환경에서 
경로 추   제어용 

콘텐츠 개발  

동  환경의 고 
신뢰성이 보장된 경로 

추  기술

로  키트
단  공작물 

키트화 조립 제작 
기술

조립 체결성, 외부충격에 
강한 제작기술

모바일타입 이동성  다축조립이 
가능한 다기능 로 키트화제작도구

 보행 타입 이동성  
다축 조립이 가능한 

다기능 
로 키트화제작도구

경량의 다양한 공작물 
조립이 가능한
키트제작기술 

로 용 
제어 모듈

로  동작 제어 
모듈 개발  기술

다양한 기구  특성반
실시간성 보장

KeyFrame을 통한 
동작생성  

제어기술

Teaching을 통한 
동작생성  

제어기술

3D 센서를 통한 실시간 
동작생성  제어기술

실시간성이 보장된 
동작 생성 기술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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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도우미 로봇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등 교육 도우미 로 은 유치원  등학교에서 로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교과

목을 인터 티 하게 교육함으로써 공부에 흥미와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로 임. 

 ○ 등 교육 도우미 로 은 컴퓨터와 달리 인간과 유사한 외형으로 인해 더욱 인간 

친화 으로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자율  동작을 

수행하고 물리 인 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에 비해 학습자 맞

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교육 으로 로 을 활용하기 해 필요한 특성은 친근한 외형, 쉬운 인터페이스, 

학습자 인식, 교육용 콘텐츠 탑재, 경제성, 이동성, 자료 제공, 디스 이, 원격 

제어 등의 기능  등학생을 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

들과 로 간의 감정교류나 표  기능 등에 한 고려가 필요함. 

 ○ 로 의 교육  활용을 해 요구되는 서비스 콘텐츠는 어학 학습 지원, 수업 시

연  리, 과제 리, 원격 수업 참여, 교육  놀이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교사 

학습 지원 콘텐츠, 학  운 , 생활지도, 교실 리  보건 기능이 가능한 생활 

지도 지원 콘텐츠  특수 아동의 개별 특성에 따른 특수 교육 지원 콘텐츠로 구

분 됨.

 ○ 방향 상호작용기반의 교육이 으로 필요하나 기존의 e-learning 등의 수동

 교육은 이를 만족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사  친구의 역할을 로

이 수행함에 따라 면 면 학습이 가능하며 기존 e-learning의 장 의 수용 과 

더불어 한계 극복이 가능 함. 

 ○ 국내 등학교 어 교육의 수요를 만족하기에 원어민 교사의 부족, 비용과 자질 

검증 등이 실  문제 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안이 

필요함.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능로 사업단에서 구 지역 29개 등

학교를 상으로 어 보조 교사 로  “잉키”를 이용해 어 몰입 교육을 3개월

간 진행하여 성공 인 결과를 얻는 시범 서비스를 수행한 바 있음. 

 ○ 지능 로 은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치는 매체로서 교사와 학습자간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통한 집 과 몰입을 유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교구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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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 기능을 통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콘텐츠의 확 가 가능함. 특히 비  기술의 

향상으로 학습자 개인을 인식하고 DB를 통해 학습자의 교육 지도  성취도를 기

록하고 지능 인 측면의 콘텐츠를 용해 흥미 유발과 애착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나. 범

 ○ (제품 분류 ) 지능형 로 은 분류에 따라 서비스 로 , 제조업용 산업로  

 네트워크 기반 로  등으로 구분되며 등교육 도우미 로 은 서비스 로  

에서도 개인 서비스용 로 으로 분류됨. 

 
[지능형 로 19) 의 분류표]

분류 분류 소분류

서비스 로
개인서비스용 인간의 생활 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공생형 인 지원 로

문서비스용 불특정 다수를 한 서비스 제공 alcd 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

제조업용 각 산업의 제조 장에서 제품 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한 로

네트워크 기반 로 로 과 네트 워크가 융합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형 로

 ○ (공 망 ) 교육용 로 은 학생들이 직  로 을 조립하고 제작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학습 교재로서의 로 과 학생들에게 학습 콘텐츠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음성 기능을 통해 효과 으로 지식을 달하는 교육미디어로서의 로

으로 구분됨. 등 교육 도우미 로 은 교사를 보조해서 유치원  등학생들을 

상으로 감정교류, 표  기능을 통해 지식을 달하는 교육 미디어용 로 으로 

한정함.  

2. 기술(특허) 분석20)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블 이드, 구동제어 분야의 상특허 1,576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보면, 미국이 82.6%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19) 지식 경제부, 산업기술로드맵-지능형 로 , 2005.11

20)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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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145

G06K-009
인쇄문자, 손으로 쓴 문자 는 패턴을 독취 는 인식하기 한 방법  는 장치, 

. 지문을 한 것
84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79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 51

G09B-023 과학,의학 는수학교습목 의모형, .교시목 의실물크기의장치 51

G01N-033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46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

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악되며, Microsoft(US)의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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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WASEDA

UNIVERSITY

(JP)

0 1
Microsoft

(US)
58 19

JAPAN SCIENCE

&

TECHNOLOGY(JP)

13 0

2
University of

 California(US)
1 0 Siemens(US) 18 3 SONY(JP) 5 0

3
United Technol

ogies (US)
1 0 IBM(US) 21 0

MITSUBISHI

 ELECTRIC(JP)
5 0

4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DE)

1 0
Hewlett-Pac

ard(US)
14 0

MATSUSHITA

 ELECTRIC(JP)
3 1

5

STMi

croelectronics

(IT)

1 0

University

ofCalifornia

(US)

10 3 YAZAKI(JP) 2 1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10년의 기간 동안 103건의 특허 출원이 발

생하 으며, 2007년 16건을 기 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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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13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용도의  응용에 특히 합한 것 9

A63B-069 특수한 스포츠를 한 훈련용구 는 장치 5

G06Q-050 특정업종, .의료,공익사업, 업 는법률업에특히 합한시스템 는방법 5

G06Q-099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제사항 5

G10L-015 음성 인식 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소기업에 비해 연구기

의 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과학기술원(KR) 20 시리 (KR) 1 삼성 자(KR) 2

2 ETRI(KR) 4 세계과학(KR) 1 자동차 1

3 목포과학 학(KR) 2 보스텍 1 - -

4 자부품연구원(KR) 2 해피텍 1 - -

5 부경 1 에스엘투 1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등교육 도우미 로 의 구성요소  세계 기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

은 구성요소는 로 용 센서인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의 경우 로 용 콘텐츠와 

랫폼의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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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략제품의 로 용 제어 모듈과 랫폼은 각각 1.41과 1.10의 기술활동도를 나

타내어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로 용 랫폼 분야의 한

국 특허 출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로 용 콘텐츠 0.70 49.42 0.94 - - 3.20 

로 용 제어 모듈 1.41 94.34 1.41 1.03 0.09 1.06 

로 용 랫폼 1.06 47.73 1.10 - - -

로 용 센서 0.96 214.51 0.88 1.14 0.10 0.5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등교육도우미 로 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로 용 제어모듈이 1.40으로 

나타나 패 리 특허의 출원을 통해 연구주체가 기술확보를 한 노력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상 으로 로 용 제어 모듈 분야 련하여 소기업의 

기술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단됨

 ○ 동 략제품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로 용 콘텐츠의 기술독  지수가 

1009.7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로 용 제어 모듈의 경우가 298.51로 나타남.

 ○ 체 구성요소의 기술독  지수는 평균 500  이상으로 분석되어 소수의 기업에 

의한 기술 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 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콘텐츠 532 0.62 1009.72  

로 용 제어 모듈 1,139 1.40 298.51 

로 용 랫폼 648 1.18 577.78 

로 용 센서 2,615 0.96 344.87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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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콘텐츠 -　 3.20 0.62 1009.72  

로 용 제어 모듈 0.09 1.06 1.40 298.51 

로 용 랫폼 -　 -　 1.18 577.78 

로 용 센서 0.10 0.54 0.96 344.87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등교육 도우미 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로 용 콘텐츠(2.84), 로 용 센서(2.62), 로 용 제어 모듈(2.26), 

로 용 랫폼(1.30) 등의 순서로 악되어, 반 으로 평균 이하의 소기업 

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로 용콘텐츠 1 5 2.6 5 1 3.0 2.84 

로 용 제어모듈 3 4 3.4 1 2 1.5 2.26 

로 용 랫폼 1 1 1.0 2 1 1.5 1.30 

로 용 센서 4 1 2.8 3 2 2.5 2.6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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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방향 교육의 필요성

 → 시장 니즈 1 : 단방향 주입식 강의로 교사와 학생간 소통이 부족 

 ○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입력하는 모든 정보가 로 에 입력돼 학생 개개인의 이해

도나 학습 과정을 악하고 그에 맞는 실시간 피드백과 1  1 맞춤지도가 필요함

 ○ 학생과 교사 는 학생 서로간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토

론할 수 있어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식을 스스로 찾는 등 사고력 확장에 효과 임. 

 ○ 방향 커뮤니 이션의 장 은 학생들의 수업에 한 집 도와 참여도를 향상 시

켜주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남. 

 ○ 학생 심  환경을 구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 인 사고와 경험에 가치를 부여

하는 학습의 주체로 교사는 학습을 도와주는 조언자로서의 역할 계가 이루어짐.  

□ 등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 시장 니즈 2 : 일률 인 학습 커리큘럼에서 탈피, 정보화 시 에 필요한 다양

성, 창의성 향상 교육이 부족. 비용 문제

 ○ 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기 용이해 수 별 맞춤식 교육 로

그램 구성이 가능함. 

 ○ 네트워크 로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한 방향 교육을 통해 정보 공유, 흥미 

유발 효과를 기 함. 

 ○ 교사로부터 얻는 일률 인 학습 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 방식의 구성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다양성에 한 요구가 커짐. 

 ○ 원어민 는 문 교사의 부족과 비용 문제로 도시와 지방간 교육 환경의 차이가 커짐.

  

□ 등 교육의 효율성

 → 시장 니즈 3 : 학생들의 심 부족으로 학습 효과가 떨어짐.  

 ○ 교육의 심인 학교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집 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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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에 한 흥미와 집 력이 

떨어져 교육 콘텐츠의 확 와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한 매개체가 요구됨. 

요인 Needs

- 단방향 주입식 학습 방식 

- 일률 인 교육 커리귤럼

- 다양성, 창의성의 부재(不在)

- 경제  요인으로 인한 균형 인 교육이 어려움

- 사교육의 증가로 학습에 한 흥미가 떨어짐

⇒

- 방향 교육으로 환

- 합리  가격  다양한 커리큘럼 구성

- 학습 시간  효과 증진

- 극 인 학생 참여율 향상 진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교육기기용 보조장치 시장에 따르면 2009년 약 6.2억달러에서 2014년 약 6.9억달러

로 연평균(CAGR) 2.1%의 완만한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1. 1, Assistive Devices for Special Need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교육기기용 보조장치 세계 시장 망]

 ○ 등교육 도우미용 로  시장이 향후 성장함에 따라 교육기기용 보조장치 시장의 

상당수를 체할 것으로 단되며, 하드웨어 인 로  분야의 시장 성장과 병행

하여 련 콘텐츠를 포함한 소 트웨어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BCC Research에서 발행된 보고서 내 가  로  시장에 따르면 소 트웨어는 

2009년 4,700만달러에서 2014년 6,000만달러로 연평균 5% 성장이 상되고 있으며, 

가 용 로 의 약 20% 수 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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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로 용 
콘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8523.59-2920

[ 등교육 도우미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자료 : BCC Research, 2009. 4, Robotic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세계 가  로  시장 망]

 ○ 등교육 도우미용 로  시장의 핵심은 로  시장  소 트웨어이며, 재 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서비스 기술, 상 스트리 , 임베디드 소 트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기술, 차세  PC 기술 등 련 인 라  하드웨어 기술은 상당한 수

까지 발 하 지만, 로 용 소 트웨어 시장에서는 추가 인 기술  진보와 신

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2) 무역 황 분석

□ 등교육 도우미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23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로봇응용

- 367 -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
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2000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8537.20-2000

로 용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
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
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90-9000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로 용 
콘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로 용 제어모듈의 자동제어반(1000볼트 이하)의 규모

가 2010년 기  수출(165.4Mil$), 수입(456.5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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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119.01 128.82 161.80 133.03 165.43 396.49 432.51 462.49 358.17 456.46

자동제어반( 압이 1,000
볼트를 과하는 것)

5.82 3.52 29.14 8.49 7.33 23.91 20.14 45.60 40.97 27.95

로 용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
동제어용의 기기)

36.01 31.21 72.30 66.11 51.51 337.61 346.23 350.58 288.78 424.70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등교육도우미 로 과 매칭된 무역품목  수출입 규모가 큰 품목에 하여 조

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품목 체는 수입 특화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로 용 
콘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
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0.54 -0.54 -0.48 -0.46 -0.47 수입특화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0.61 -0.70 -0.22 -0.66 -0.58 수입특화 강화

로 용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
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0.81 -0.83 -0.66 -0.63 -0.78 수입특화 강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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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ystem, method, unit, modulemodule, processing, first, motion, signal, remoteworkpiece, executing, 
machine, identifying, orientation, servo, laser, Cable, bus, instrument, monitor, task, wafer, 
instruction

CR_2
unit, controlling, device, position, apparatusresponse, Behavior, receivingmonitor, housing, patient, 
obstacle

CR_3
section, joint, motor, base, part, state, welding, surface, robots, cleaning, workpieceCable, 
connecting, objects, presence, effector, driver, gravity, imaging, terminal, payload, arms, milking, 
chassisstorage, stored, path

CR_4 satellite, script, intelligence, artificial, capturing, alternatelyinstruction, human, instructions, de

CR_5 processing, data, plural, ityrobots, relative, response, external, tooltool, transfer, adapted, process, 
mode, embodiments, respective, sensors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등교육 도우미로  분야 포지션

맵 작성 

[ 등교육 도우미로  분야 포지션맵]

 ○ 등교육 도우미로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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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6 orientation, coordinate, points, element, internal, modelsoftware, hardware, manner, leveltarget, 
link, calculating, unitsadhesive, dispensing, manifold, liquid, Contents, pressure

CR_7
cleaning, cleaner, installed, Autonomous, modules, portion, value, sensingsurface, floor, drivework, 
working, positions, modemodules, source, vacuum

CR_8 image, object, detecting, moving, actuator, contact, movable, positions, different, moved

CR_9
center, around, obtained, stop, signals, target, positioning, speech, analyzes, synthesizing, charger, 
ultrasonic, dust, tape, electromagnetic, unexpected, marks, specific, valve, shapes, framework, 
maintenance, host, containers

CR_10 welding, circuit, supply, powerinstrument, manipulation, compensate, master, sensed, forward, tip, 
acceleration, holding, estimate

CR_11 input, command, operatoroperator, same, generated

CR_12 portion, main, mechanism, lower, axis, work, storage, face, tracking, emotion, subsystem, effective, 
problem, adhesive, board, limbs, Test, machining, plate

CR_13 sensors, function, devicesrobot, control, system, section, face

CR_14 amount, actual, reaction, gaitpath, received, performing, manipulator

CR_15 sensing, space, handling, transmitted, articleposture, generates, detectedaction, taken, change, 
selectedsignals, distance, referencereference, environment, hand

CR_16 motion, body, mobilevalue, torque, speed, angle, center, software, amount

CR_17 time, used, inputremote, station, time

CR_18 planning, DC, embedded, strategy, intelligent, fix, better, stand

CR_19 actions, pre, individual, tasks, specified, slides

CR_20 positioning, parts, component, moves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로 용  콘텐츠

학습자 의사 기반  제스처/음성/터치 인식기술

소스 모듈화를 이용한 자율 기반화 콘텐츠 기술

인지된 신호 처리 기능이 내제된 디스 이 콘텐츠 기반 기술

로 용  제어모듈

체헙학습 교사보조 로 용 치기반 자율주행 기술

실험 보조장치 기반 양팔 제어 기술

신호감지식별 제어 모듈화 기술

로 용 랫폼

로그램 언어 교육용 가형 H/W 랫폼 기술

로보틱스 실험 실습용 랫폼 기술

가 휴머노이드 랫폼 기술

렛품 형성을 한 렛폼 제작  기술.

임베디드 기반 렛폼 형성 기술

로 용 센서

공간인식 센서 제조기술

교육도우미 로 용 구동, 작업을 한 엑추에이터 센싱 기술

치인식/자율주행용 센서 제조 기술

이미지 인식 센서 제조기술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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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로 용
컨텐츠

학습자 의사 기반  제스처/음성/터치 인식기술 22% - 11% 11%

소스 모듈화를 이용한 자율 기반화  콘텐츠 기술 11% - 11% 11%

인지된 신호 처리 기능이 내제된  디스 이 콘텐츠 기반 기술 11% - 11% 11%

로 용
제어
모듈

체헙학습 교사보조 로 용 치기반  자율주행 기술 11% - - 11%

실험 보조장치 기반 양팔 제어  기술 - - - -

신호감지식별 제어 모듈화 기술 22% - - 22%

로 용
랫폼

로그램 언어 교육용 가형  H/W 랫폼 기술 11% - - 11%

로보틱스 실험 실습용 랫폼 기술 11% - - 11%

가 휴머노이드 랫폼 기술 - 11% - -

렛품 형성을 한 렛폼 제작  기술. 11% - - 11%

임베디드 기반 렛폼 형성 기술 11% - 11% 11%

로 용
센서

공간인식 센서 제조기술 33% - - 33%

교육도우미 로 용 구동, 작업을  한 엑추에이터 센싱 기술 11% - - 22%

치인식/자율주행용 센서 제조  기술 22% - - 22%

이미지 인식 센서 제조기술 22% - - 22%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

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

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9기업의 결과 임.

 ○ 요소기술 가운데 로 용 센서 분야의 ‘공간인식 센서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

데 33%가 보유하고 있으며, 33%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등교육 도우미 로  련 콘텐츠는 타 구성요소 비 공백기술로 선택한 기업

이 많은 것으로 살펴볼 때, 소기업이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악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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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육도우미 로 용 포메어 기술

   ∙ 게임기능을 목한 스마트러닝 컨텐츠 목기술

   ∙ 디지털 컨텐츠 인식기술

   ∙ 자율주행용 센서 제조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등교육도우미 로  련 소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휴나 로 , 서비스로 , 교육용 로 , 교육용 키트 , 로 용 컨텐츠, 로 용 소 트웨어

해외 기업 소니, 혼다, MicroSoft, MSRDS, VEX, Parallax, Lego,  Fishertechni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LG 자, 삼성테크 , 로템, 성출 사

소기업
휴나 로 , 로보로보, 로 티즈, 미니로 , 한울로 텍스, 세스코보틱스, 유진로 , 아이로 , 알코, 에스

알시, 라스테크, 하기소닉, 코어벨, 신진테크, 펨토스, 탐투스, 디엠테크놀러지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완제품(44%), 모듈부품(33%), 단 부품

(22%)등의 비 으로 거래품목을 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공 자 이상이 

체 기업의 66%인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

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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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

여부1)

로 용 콘텐츠

학습자 의사 기반 제스처/음성/터치 인식기술 특

소스 모듈화를 이용한 자율 기반화 콘텐츠 기술 특

인지된 신호 처리 기능이 내제된 디스 이 콘텐츠 기반  기술 특

로 용 제어모듈

체헙 학습 교사보조 로 용 치기반 자율주행 기술 특

실험 보조장치 기반 양팔 제어 기술 특

신호감지식별  제어 모듈화 기술 특

로 용 랫폼

로그램 언어 교육용 가형 H/W 랫폼 기술 특

로보틱스 실험 실습용 랫폼 기술 특

가 휴머노이드 랫폼 기술 특

렛품 형성을 한 렛폼 제작 기술. 특

임베디드 기반 렛폼 형성 기술 특

로 용 센서

공간인식 센서 제조기술 특

교육도우미 로 용 구동, 작업을 한 엑추에이터 센싱  기술 특

치인식/자율주행용 센서 제조 기술 특

이미지 인식 센서 제조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학습자가 등학생임을 고려할 때, 자율기반  디스 이 련 콘텐츠 기술 등 

다양한 콘텐츠 기술이 필요하다고 단됨.

   - 학습 효과를 증 시키기 해 제스처/음성/터치 인식 기술도 요하다고 생각됨.

   - 학습 도우미로서 다양한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험 보조 장치 기

반 양팔 제어 기술 등이 필요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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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로 용 

컨텐츠

학습자 의사 기반 

제스처/음성/터치 

인식기술

센서인식의 신뢰성 

보장

실시간 처리기술

학습자간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제스처  터치입력기반 

인터페이스기술개발

실시간 음성을 통한 

학습자간 방향 

커뮤니 이션 구 기술

신룅성, 실시간성이 

보장된 센서

소스 모듈화를 이용한 

자율 기반화 

콘텐츠 기술

다양한 학습환경 

용  자율콘텐츠 

제공기술

 학습 컨텐츠의   분류  

상황에 맞는 콘텐츠 추출 

기술

학습 콘텐츠들의 융합  

학습 주도가 가능한   자율 

기반 콘텐츠 제공 기술

콘텐츠 융합이 

가능한 자율 

기반화  콘텐츠 

기술

인지된 신호 처리 

기능이 내제된 

디스 이 콘텐츠 

기반  기술

디스 이의실시간

성 학습 이해력 

향상이 가능한 

편의성 제공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따른  

데이터 기반  콘텐츠 

디스 이 기술

학습자간,학습자와로 간상

호작용에따른데이터기반콘

텐츠디스 이기술

력, 경량의 

디스 이 환경 

기술

로 용 

제어 

모듈

실험 보조장치 기반 

양팔 제어 기술

모듈제어의 편리성,

신뢰성보장

학습자의 학습보조용으로 

로  팔을 제어하기 한 실험 

보조장치 기반 제어모듈

학습자의 제스처를 

모방하거나 로 의 

의사표 을 달하기 한 

양팔 제어 모듈 

모듈  제어 

성능이 보장된 

양팔 실험  장치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로 용 컨텐츠

학습자 의사 기반 제스처/음성/터치 인식기술

소스 모듈화를 이용한 자율 기반화 콘텐츠 기술

인지된 신호 처리 기능이 내제된 디스 이 콘텐츠 기반 기술

로 용 제어 모듈 실험 보조장치 기반 양팔 제어 기술

로 용 랫폼 가 휴머노이드 랫폼 기술

로 용 센서
공간인식 센서 제조기술

치인식/자율주행용 센서 제조 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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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로 용 

랫폼

가 휴머노이드 

랫폼 기술

경량  모듈화 기술

외부 충격에 강한

체결기술

 모바일 2축   팔을 갖는 

가형 랫폼

모바일 3축 팔을 갖는 

가형 랫폼

경량의 모듈화된 

제조 기술

로 용 

센서

공간인식 센서 

제조기술

소형, 가의 

제조  기술

외부 센서를 통한 주변 

환경인식 기술

 내부 센서를 통한 주변 

환경 인식   기술

외부 환경에 

강인한 소형 공간 

인식  센서

치인식/자율주행용 

센서 제조 기술

외부환경에 강인한 

신뢰성 소형,경량의 

모듈화 기술

외부센서를 통한 치인식  

자율주행기술

 내부 센서를 통한 치 

인식  자율 주행 기술

로  내부에 

장착이 용이한 

모듈형 제조 기술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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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용 헬스케어 도우미 로봇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이란 하지 근력이 하된 노약자의 보행 보조, 독거 

노인 어를 한 감 달 원격 진료 등의 육체  지원과 노인의 인지능력 향

상을 돕는 정신 , 정보  지원 등이 가능한 실버용 감성 도우미 로 을 일컬음. 

 ○ 보행 보조 로 은 하지 근력이 하된 노인의 보행, 부축, 일어서기 등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장착하여 신체  활동을 도와주는데 용함. 

 ○ 독거노인 어를 한 감 달 원격진료 로 은 병원, 문요양원, 의료기 과 

실버계층을 상으로 지능 로 기술을 이용하여 재택진료  문 의료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 인 문 서비스로  기술임.

[원격 진단로 ]

 ○ 실버용 감성 서비스 로 은 노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 노인의 명령과 감정을 이해

하고 반응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일반 인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 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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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2019년 이면 14%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년층을 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 상됨. 

 ○ 노인들의 노화된 신체 기능을 보조하거나 행 는 운동기능을 갖는 기술, 노인

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노인들의 독립 인 일상생활을 지원

하는 기능, 삶의 질 개선을 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함. 

 ○ 감성인식 기능으로 구성된 심리치료(metal therapy), 화 상   오락 상 가 

되는 감성  교류와 치매 방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교육 시키

는 지성  지원이 요구됨. 

 ○ 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활동 상황 는  상황을 알

겨 주는 신체 정보 제공, 일정, 식사, 투약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생활 스  

리, 날씨, 방문자, 지역, 방송, 연락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생활 정보 제공 기능 

등이 필요함. 

 ○ 감 달 원격진료 로 은 인간-로  상호작용을 한 감(Tactile)/햅틱(Haptic)

기술과 효율 인 원격 상 송 련 원격 제어 기술이 주를 이룸. 이를 한 센

서모듈기술, 센서융합 응용기술과 강성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활용되

어, 범용 인 다양한 작업보다는 보다 명확한 목 을 가지는 작업(원격진료)에 효

과 으로 운용되는 문 서비스 로 임.

 ○ 문서비스 로 분야는 지난 5년간 세계 으로 평균 2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분

야이고, 특히 의료  실버로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되고 있는 품목임.

나. 범

 ○ (제품 분류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은 크게 개인 서비스용과 문 서

비스용으로 나  수 있음. 실버용 감성 도우미 로 은 개인 서비스용 로 으로 

분류 되며 노약자의 보행 보조용 로 과 독거노인 어를 한 감 달 원격진

료로 은 문서비스 로  에 의료복지용 로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의료 복

지용 로  에서도 Haptic 기술과 Tactile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한 진료로 으

로 세부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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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 21) 의 분류표]

분류 분류 소분류

서비스 로

개인서비스용 가사용, 생활 지원용, 여가 지원용, 교육용, 기타 개인 서비스용

문서비스용
빌딩 서비스용, 극한 작업용, 의료 복지용, 사회 인 라용, 군사용, 생물 

생산성용, 기타 문서비스용

제조업용
이 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 용,표면처리용, 조립/분해용, 가공용, 공정용, 

시험/검사용. 기타 제조업용

네트워크 기반 로 -

로 부품  부분품 로 용 구조/구동/센싱/제어/통신/소 트웨어/기타 부품  부분품

 ○ (공 망 ) 하지근력이 하된 노인의 보행, 부축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축 

시스템, 노인의 행동 의지를 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면서 노인의 보행, 앉기 

 서기를 보조함. 독거노인 어를 한 감 달 원격진료로 은 Tactile  

Haptic 장비를 포함하여, 로 이 환자의 생체신호를 정  측정할 수 있는 원격 센

서 등을 포함한 부품  모듈과 이를 구 하는 제어  센서 응용 시스템, 그리고 

이를 응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성  운용으로 나  수 있음. 독거노

인 어를 한 감 달 원격 진료 로 의 기술 범 는 각기반 원격 진료를 

한 강성제어마스터  슬 이  로 기술, 감기반 실시간 진료를 한 고정  

원격제어기술, 시각  청각 지원을 한 사용자인터페이스기술 을 포함. 실버용 

감성 서비스 로 은 기계, 자, 통신, 제어 등이 융합되어 로 이 노인과 상호 작

용을 통해 노인의 명령과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가짐.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원격진료로 )]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원격

진료

로

부품  모듈

Tactile 센서/Display 모듈

센서 분석장비/성능 검증 장비
Manipulator 모듈

Force  Toque센서

원격 심박/호흡 측정 센서

제어  센서융합 응용

최소 지연 HD  상 송모듈

네트워크/회로 

구성장비/S/W개발장비

Active Compliance 제어 모듈

Tactile / Thermal Tactile 구  모듈

Haptic  Display 툴

시스템 구성  운용

감/Haptic기반 원격 조작 로
네트워크/회로 구성장비/SW 

개발장비/로  

랫폼/Manipulator

원격 화상/음성 기반 문진 처방 로

자율/이동로  기반 Daily Any Recorder 

모니터링 로

21) 지식 경제부,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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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분류 에서의 진료로 의 분류]

2. 기술(특허) 분석22)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분야의 상특허 998건 체에 한 각국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35.5%, 한국 31.7%, 일본 23.7%, 유럽 9.1% 순으로 출원이 이

루어 졌으며, 체 인 출원 경향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2) 최근 10년간(2000년 1월~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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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분야의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B-001
유선 송시스템에서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송시스템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 시tm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53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50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50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워크 36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34

G08B-025 경보상태의 치를 앙국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 화재 는  경찰 신시스템 33

[IPC분류별 황]

 ○ 주요출원인의 삼극특허 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ParkerVision이 45건의 삼극 

특허를 출원하 으며, 일본의 경우 삼극특허 건수는 Matsushita Electric만이 1건

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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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Research  in 
Motion(CA) 11 0 ParkerVision(US) 16 45

MATSUSHITA  
ELECTRIC(JP) 18 1

2 MICROSOFT (US) 1 3 InTouch  
Technologies(US)

4 8 KYOCERA MITA 
(JP)

7 0

3 Hitachi (JP) 0 4 Schneider Automation  
(US)

7 4 TOSHIBA(JP) 5 0

4
Silverbrook  

Research(AU) 1 2
Sourcefire

(US) 4 4 HITACHI (JP) 5 0

5

REMOTE  
DIAGNOSTIC 

TECHNOLOGIES 
(GB)

2 0 Microsoft (US) 3 2 TOTO (JP) 4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 40건, 2007년 57건으로 증가추세에서 2008

년 77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분야의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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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워크 32

H04B-007 무선 송시스템, 즉, 방사 자계를 이용한 것 31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19

H04Q-007 가입자가 무선링크 는 유도링크를 경유해서 속되어 있는 선택배치 16

H04B-001
유선 송시스템에서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송시스템의 단일  그룹에도 

포함되지 않은 송 시스템의 세부; 송매체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시스템의 세부
15

G06Q-050 특정업종, .의료,공익사업, 업 는법률업에특히 합한시스템 는방법 1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의 주요출원인 황은 LG 자 11건, 우 일 트로닉스 4건 등 특정 기업

에 의한 출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건양 학교(KR) 2 이젠솔루션(KR) 2 엘지 자(KR) 11

2 한국 자통신연구원(KR) 3 알티캐스트(KR) 2 우일 트로닉스(KR) 4

3 　- - 실비토스(KR) 2
와이어리스웍스

인터내셔 .(PA)
3

4 　- - 매크로아이(KR) 2 이티(KR) 3

5 　- -　 한국정보시스템 1 삼성 자(KR) 2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로 용 센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

이 0.17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로 용 콘텐츠(1.95), 로 용 

구동기(1.08), 로 용 제어모듈(0.84), 로 용 센서(0.77)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로 용 콘텐츠에 한 기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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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로 용 센서 1.23 230.50 1.16 2.25 0.17 0.77 

로 용 제어 모듈 0.95 417.83 1.00 0.84 0.07 0.84 

로 용 콘텐츠 0.58 25.40 1.46 0.49 0.16 1.95 

로 용 구동기 0.99 168.27 0.70 0.62 0.11 1.08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로 용 콘텐츠가 

0.6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 분야에 한 기술 확보 노력에 상

으로 미비하여 소기업이 진입하기에 용이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 동 략제품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로 용 구동기와 로 용 콘텐츠는 기

술독  지수가 500이상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며, 그 외 로

용 센서와 제어 모듈도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기술이 집 되어 있는 것으로 

상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센서 2,425 1.08 398.94 

로 용 제어 모듈 5,253 1.00 254.75 

로 용 콘텐츠 357 0.68 1110.54 

로 용 구동기 1,994 0.98 1617.65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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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센서 0.17 0.77 1.08 98.94  

로 용

제어 모듈
0.07 0.84 1.00 254.75 

로 용 콘텐츠 0.16 1.95 0.68 1110.54 

로 용 구동기 0.11 1.08 0.98 1617.65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평균이상의 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로 용 콘텐츠 분야

가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반 으로 동 략제품에 한 한국의 기술  인 라 수 은 평균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세계 으로 볼 때 소수의 기업에 의한 기술 독  상이 보이는 

것으로 단되어 소기업 진입 용이성은 낮은 것으로 상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로 용 센서 4 1 2.8 2 2 2.0 2.32 

로 용 

제어 모듈
3 2 2.6 2 2 2.0 2.24 

로 용 콘텐츠 4 5 4.4 5 1 3.0 3.56 

로 용 구동기 4 4 4.0 3 1 2.0 2.80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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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속한 고령화

 → 시장 니즈 1 : 출생률 하락, 평균 수명의 증가 

 ○ 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 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2019년에는 

그 비 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 2026년에는 그 비 이 20%이상인 고령 사회

에 진입할 망임. 

 ○ 출생률 하락은 높은 교육비용,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자녀에 한 인식 퇴색, 여

성의 사회 활동 참여와 평균 결혼 연령 증가로 자녀에 한 수요가 어 듦. 

 ○ 평균 수명의 증가는  세계  추세로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식생활 등 경제 발

에 따른 생활수 의 향상에 기인함. 

 ○ 비생산  인구의 증가로 비생산  부문에 한 자원 투입의 확 가 불가피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하되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됨. 

□ 경제  비용의 상승

 → 시장 니즈 2 : 연   의료보험 수혜가 증가되어 재정  부담이 커짐, 요양

소, 보호소 등 노인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

 ○ 노년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년 인구의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 됨에 따라 고

령 인구에 한 부양 부담이 큼. 

 ○ 고령 인구의 의료 부담 증과 연  수혜자의 빠른 증가는 국가 재정에 부담.

 ○ 경제 활동 인구의 고령 인구 부양을 한 조세 증가로 세 간 갈등이 조장 됨. 

□ 건강 증진에 한 욕구 증가

 → 시장 니즈 3 :  맞춤형 개인 건강 리 시스템 부재

 ○ 소득증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건강, 장수 등에 한 요구가 증 되었고, 통

계청이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건강에 한 심은 1998년 

36.7%에서 2008년 46.9%로 10.2% 증가함.

 ○ 질병 방과 조기진단, 건강의 유지  증진을 한 맞춤형 개인 건강 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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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 의 개인용 는 가정용 기기의 수요 증이 상됨.

 ○ 삶의 질을 추구하는 트 드로 인해 ‘치료에서 방’, ‘보다 나은 건강 추구’ 등의 

소비자 수요가 상됨.

 ○ 건강을 능동 으로 유지하는 웰니스 어 산업(WellnessCare industry)은 미국 경

제의 1/7에 해당하는 1조 4,00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

민 소득 3만달러 달성 시 에 고수익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상됨.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실버 어 시장의 확

 → 시장 니즈 4 :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  비용 상승, 고령자 자체 부양비

이 낮음.  

 ○ 앞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고령자의 자체 부양 비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의 경

제  향상은 실버산업의 양  질 인 수요가 증가됨. 

 ○ 고령화 사회로 어들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방할 수 있는 

건강 리 시스템에 한 심이 증가됨.

 ○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국가 인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한 의료용 로

기술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 수는 다른 지능형 로 에 비해 작지만 당 

단가가 상  고가이어서 향후 망하는 시장의 크기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유망 산업에 한 략  기술우 의 확보

 → 시장 니즈 5 :  의료 서비스 로  수 이 낮음. 

 ○ 재 국내 지능형 로  산업  제조업용 로 분야는 로  시스템 기술에 한 

경쟁력을 확보하 고, 세계 최고 수 의 IT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

능형 서비스 로 의 기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 로 과 같이 특수용 

로  한 원천기술력이 미약하고, 의료 로 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기술 경쟁력

이 부족함. 

요인 Needs

- 출생률 하락, 평균수명의 증가

- 사회 경제  비용 상승

- 건강증진에 한 욕구 증가

- 고령화 산업 진입

- 기술의 외산의존도가 높음

⇒

- 고령화 사회의 확 로 인한 비용 증가

- 맞춤형 건강 리를 한 높은 수 의 가정용 

의료 기기 시장 증가

- 실버 어 원격진료의 시장성 증

- 향후 원격진료 로 산업 한 략  기술우

 확보의 필요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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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BCC Research에서 2010년 발행된 장기요양  재택 건강 련 보고서에 수록된 

노인진료기술 시장을 살펴보면, 2009년 약 24억달러에서 2014년 약 37억달러로 

연평균(CAGR) 8.7% 성장이 상되고 있음

   - 련 세부 시장  안  모니터링 시장이 원격 진료 시장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률 으로 살펴보면 안  모니터링 시

장이 8.2%, 원격 진료 시장이 11.2%인 것으로 악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4, Technologies for Long-Term Care and Home Healthcare

[노인 진료기술 시장 망]

 ○ 사회가  고령화되고 사회  요구가 확 되면서 이를 한 의료용 문서비스 

로 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진료기술 시장과 의료용 문 서비스 

로  시장을 비교하여 동 략제품의 시장을 추정함

 ○ 로  기술 세계 시장 보고서 내 의료용 문 서비스 로 의 시장은 2009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약 37억달러로 5년의 기간 동안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상됨

 ○  시 의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의 시장은 의료용 문 서비스 로  시장

보다 작을 것으로 상되나, 향후 지속 인 성장을 통하여 노인진료기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체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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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09. 4, Robotic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의료용 문 서비스 로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9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90-9000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2000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8537.20-2000

로 용 콘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로 용 구동기

직류 동기(출력이37.5와트이하인것에한한다) 8501.1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 동기) 8501.31-1010

기타(출력이100와트 과이고750와트이하인직류 동기) 8501.31-1090

직류 동기(출력이 750와트 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2-1000

직류 동기(출력이 75킬로와트 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3-1000

직류 동기(출력이375킬로와트를 과하는것) 8501.34-1000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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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직류 동기(출력 37.5와트 이하)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80.7Mil$), 수입(347.6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36.01 31.21 72.30  66.11  51.51  337.61  346.23  350.58  288.78  424.70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19.01  128.82 161.80 133.03 165.43 396.49 432.51 462.49 358.17 456.46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5.82  3.52 29.14 8.49 7.33 23.91 20.14 45.60 40.97 27.95 

로 용 

콘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로 용 

구동기

직류 동기(출력이37.5와트이

하인것에한한다) 
49.96  47.26 49.91 97.34 80.74　 429.30 417.70 338.05 268.82 347.56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 동기)

77.99  80.01 56.87 61.00 88.61 40.78 45.69 53.51 43.03 57.58 

기타(출력이100와트 과이고7

50와트이하인직류 동기) 
38.87  37.60 51.36 38.35 67.59 44.81 51.98 61.62 40.49 47.0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로 용 구동기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로 용 센서, 로 용 제어모듀르, 로 용 콘

텐츠 등의 폼목들은 수입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로 용 센서, 로 용 콘텐츠, 로 용 제어모듈 등

   - 수출 특화 분야 : 로 용 구동기 내 출력이 100W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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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0.81 -0.83 -0.66 -0.63 -0.78 수입특화 강화

로 용 제어 

모듈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0.54 -0.54 -0.48 -0.46 -0.47 수입특화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0.61 -0.70 -0.22 -0.66 -0.58 수입특화 강화

로 용 콘텐츠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강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로 용 구동기

직류 동기(출력이37.5와트이하인

것에한한다) 
-0.79 -0.80 -0.74 -0.47 -0.62 수입특화 완화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 동기)
0.31 0.27 0.03 0.17 0.21 수출특화 강화

기타(출력이100와트 과이고750와

트이하인직류 동기) 
-0.07 -0.16 -0.09 -0.03 0.18 수출특화 환

직류 동기(출력이 750와트 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0.82 -0.88 -0.89 -0.92 -0.88 수입특화

직류 동기(출력이 75킬로와트 

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0.13 -0.80 -0.58 -0.37 -0.61 수입특화

직류 동기(출력이375킬로와트를

과하는것) 
-0.47 -0.96 -0.77 -0.84 -0.73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분

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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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time, used, plurality, remote, station, control, led, part, external, command

CR_2
Cable, connecting, carrier, region, Table, laser, wheels, face, digital, signals, receive, wireless, receive, 
dring, controllable, passage, touch, retaining, panel, regions, hands

CR_3
care, holonomic, locate, tele, home, followem, ergency, pendant, electromagnetic, circuits, packet, 
charger, managing, turning, cassette, virtual, pendulum, emotion, terrain, impedance, status, 
modulated, fitting, screen, displaying, preventing, teleconferencing

CR_4
welding, circuit, source, software, workpiece, light, cleaning, Cable, ZMP, platform, module, 
processing, arm, data

CR_5
signal, sensor, detecting, surface, image, surface, drive, mounted, portion, object, portion, 
mechanism, motor, endpendulum, inverted, down, tips, angles, assist

CR_6
unit, controlling, information, device, apparatus, sensing, space, handling, transmitted, Rehabilitation, 
tutorial, therapeutic, actuation, list, predictive, lift, Pressing, burr, marks, key, visitor

CR_7 value, generating, set, program, foot, lower, possible, center

CR_8
robot, control, system, section, wafer, robots, process, communication, devices, maximum, 
commands, perform, Behavior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분야 포지션 맵]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

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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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tool, machine, transfer, adapted, work, footplate, spring, shaft, gripping, Bending, holder, steering, 
phase, chamber, bag, liquid, limbs, compensationradio, feet, short, actuators

CR_10
work, different, moved, path, modeunits, recognition, among, relates, teaching, orientationlight, 
detector, detects, detect, charging, units

CR_11 system, method, mobile, firstarm, connected, two

CR_12
first, second, motion, signal, detecting, detected, detection, path, performing, arranged, manipulator
ㅍimaging, view, separate, code, route, charge, interference, voice, right, holding

CR_13 modular, contains, flexible, gripperprevent, modular, group

CR_14
data, controller, Movement, operation, time, target, calculating, change, action, taken, selected, 
generates, actuator, High, main

CR_15 walking, posture, amount

CR_16 motion, force, body, module

CR_17 software, level, modules

CR_18 image, camera, user, remote

CR_19 section, sensors, controls, distance, head, storage, power, robots, database, tool, gait, welding, human

CR_20 turret, endless, differential, decoupled, gear, actuating, collision

[요소기술 리스트]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로 용 센서

생체인식기술

행 기반 센서 모듈 제조기술

생체신호 측정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스마트센서 네트워크융합 기반 응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맥  분석 용 신체 균형도 측정기술

동작 감지 센서 개발기술

로 용 제어 모듈

균형 제어 모듈 제조기술

모션 제어 모듈 개발기술

고안 성 서보제어기술

 제어 모듈 제조기술

휠기반 보행보조로  제어모듈 개발

제어 모듈 표 화 기술

정형화 된 모듈에서 그룹화된  모듈화 기반 기술.

이미지 신호 제어 모듈 제조기술

로 용 콘텐츠
음성/감성 표  알고리즘 설계 기술

원격학습 로그램 구  콘텐츠 제작 기술

로 용 구동기

헬스 어 로 용 URC 서버 연동 기술

유/무선 통신 로토콜 기반 로  구동기술

생체정보 수집/ 송용 로토콜 용 기술 

음성 인식 기반 구동 명령 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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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로 용

센서

생체인식기술 - - - -

행 기반 센서 모듈 제조기술 38% - - 38%

생체신호측정인터페이스설계기술 - - - -

스마트센서 네트워크융합 기반 응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13% - - -

맥  분석 용 신체 균형도 측정기술 - - - -

동작 감지 센서 개발기술 38% - - 38%

로 용

제어

모듈

균형 제어 모듈 제조기술 - - - -

모션 제어 모듈 개발기술 25% - - 25%

고안 성 서보제어기술 - - - -

 제어 모듈 제조기술 13% - - 13%

휠기반 보행보조로  제어모듈 개발 13% - - 13%

제어 모듈 표 화 기술 13% - - 13%

정형화 된 모듈에서 그룹화된 모듈화 기반 기술 - - - -

이미지 신호 제어 모듈 제조기술 25% - - 25%

로 용

콘텐츠

음성/감성 표  알고리즘 설계 기술 - - - -

원격학습 로그램 구  콘텐츠 제작 기술 - - - -

로 용

구동기

헬스 어 로 용 URC 서버 연동 기술 13% - - 13%

유/무선 통신 로토콜 기반 로  구동기술 - - - -

생체정보수집/ 송용 로토콜 용기술 - - - -

음성 인식 기반 구동 명령 달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9기업의 결과 임.

 ○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분야에서 ‘행 기반 센서 모듈 제조기술’과 ‘동작감지 

센서 개발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8%가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로 용 제어모듈 구성요소에 한 요소기술을 소기업 합한 기술이라

고 응답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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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소 가운데 콘텐츠 련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련 분야에 

하여 취 하는 기업이 미비한 것으로 단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실버용 헬스 어 도우미 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이  웰딩 머신, 나노진공조 로 , 로 용 박형 감속기, 로 청소기, 음  센서, 즈제조 로 , 

섬유나염용 로

해외 기업
하모닉드라이버, 도시바, 나소닉, Tekscan, KUKA, VirtualHand, PointGrey, Robosoft, Robot, 

Evolution Robotics, Sony

국내 기업

기업 공업, 삼성 자, LG 자, 노틸러스 효성

소기업
에스아이에스, 모세메디, 라토, 하기소닉, 마미로 , 태호테크, 하이로시, 로FA, 동일 텍, 명신산

업, 성호산업

 ○ 동 략제품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완제품을 취 하는 기

업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장비, 단 부품, 모듈부품 등은 13%의 기업이 

선택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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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로 용 센서

생체인식기술 특

행 기반 센서 모듈 제조기술 특

생체신호 측정 인터페이스 설계기술 특

스마트센서 네트워크융합 기반 응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특

맥  분석 용 신체 균형도 측정기술 특

동작 감지 센서 개발기술 특

로 용

제어모듈

균형 제어 모듈 제조기술 특

모션 제어 모듈 개발기술 특

고안 성 서보제어기술 특

 제어 모듈 제조기술 특

휠기반 보행보조로  제어모듈 개발 특

제어 모듈 표 화 기술 특

정형화 된 모듈에서 그룹화된 모듈화 기반 기술. 특

이미지 신호 제어 모듈 제조기술 특

로 용 

콘텐츠

음성/감성 표  알고리즘 설계 기술 특

원격학습 로그램 구  콘텐츠 제작 기술 특

로 용 

구동기

헬스 어 로 용 URC 서버 연동 기술 특

유/무선 통신 로토콜 기반 로  구동기술 특

생체정보수집/ 송용 로토콜 용기술 특

음성 인식 기반 구동 명령 달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 기반 응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동작 감지 센서 

개발 기술, 생체정보 수집/ 송용 로토콜 기술이 필수 으로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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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모션  주행 간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면 휠 기반 보행보조로  제어모

듈 개발이 요구됨.

 ○ 간단한 화 상 자나 치매 방의 학습 도우미로서 음성  감성 표  기술, 음

성 인식 기반 구동 명령 달 기술 등이 필요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로 용 센서

생체인식기술

행 기반 센서 모듈 제조기술

생체신호 측정 인터페이스 설계기술 

스마트센서 네트워크융합 기반 응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맥  분석 용 신체 균형도 측정기술

동작 감지 센서 개발기술

로 용 제어모듈

균형 제어 모듈 제조기술

모션 제어 모듈 개발기술

고안 성 서보제어기술

 제어 모듈 제조기술

휠기반 보행보조로  제어모듈 개발

제어 모듈 표 화 기술

정형화 된 모듈에서 그룹화된 모듈화 기반 기술.

이미지 신호 제어 모듈 제조기술

로 용 콘텐츠
음성/감성 표  알고리즘 설계 기술

원격학습 로그램 구  콘텐츠 제작 기술

로 용 구동기

헬스 어 로 용 URC 서버 연동 기술

유/무선 통신 로토콜 기반 로  구동기술

생체정보수집/ 송용 로토콜 용기술 

음성 인식 기반 구동 명령 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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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선정된 핵심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로 용 

센서

스마트센서 

네트워크융합 기반 

응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네트워크신뢰성

실시간모니터링

처리기술

스마트센서네트워크융합기반

의노인행동모니터링기술

데이터 기반 

행동패턴의 응  

상황 측  

인지 기술

이동성이 보장된 

일체형 모니터링 

기술

동작 감지 센서 

개발기술

동작분석의 

정확성

행동패턴감지 

성능기술 

원거리모니터링을통한노인의

동작감지센서기술

노인의 동작감지  

커뮤니 이션  

행동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원거리 행동 

패턴 분석이 

가능한 동작  

감지 센서

로 용 

제어

모듈

고안 성 

서보제어기술

력, 경량의

안정성기술

휠기반 

원격지에서 

오차범

±30cm이내의 

서보제어기술

휠기반 

원격지에서 

오차범

±20cm이내의 

서보제어기술

휠기반 원격지에서 

오차범  

±10cm이내의 

서보제어기술

외 상황에 

처가 유연한 

서보 제어기

휠기반 

보행보조로  

제어모듈 개발

력 다축제어 

모듈기술 

단방향(Bi-direct ional) 이동 

성능이 보장된 제어 모듈 

개발 

방향(omni-directi

onal) 이동성능이 

보장된 제어

모듈 개발

방향 이동이 

가능한 

휠 베이스 

제어  기술

로 용 

콘텐츠

음성/감성 표  

알고리즘 

설계 기술

신속한 표  

생성  기술

정해진 화형성 인식  

감성 표  알고리즘 기술

확장된 명령 수행 

 감성 표 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기술

인간과 로 의 

상호작용 

확장성이보장된

알고리즘기술

원격학습 로그램  

구  콘텐츠 제작 

기술

학습 콘텐츠 

정보제공  

갱신기술 

치매 방을 한 인지력 

향상용 게임 콘텐츠 기술

정보제공  공유가 

가능한 학습 

콘텐츠 기술

노인인지력 향상 

 정보공유가 

가능한 

학습콘텐츠 

제공기술

로 용 

구동기

유/무선 통신 

로토콜 기반 

로  구동기술

소형, 가의 

모듈화 기술

블루투스 는 시리얼 통신 

기반 로  구동 기술

외부제어모듈을 

이용한 

무선네트워크 

로 구동기술

일체화된 가의 

통신 기술

생체정보수집/

송용 로토콜 

용기술 

생체 정보의 

분석 기술

외부센서를 통한 실시간 

생체정보수집  송기술

 내부 센서를 통한 

실시간 생체 정보 

수집  송 기술

모듈화된 실시간 

생체 정보 

분석기

음성 인식 기반 

구동 명령 

달 기술

음성 인식 기술
음성을 통한 이동  조작 명령, 콘텐츠 활용 

달 기술

모듈화,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음성 화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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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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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다관절 로봇 플랫폼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연구용 다  로  랫폼이란 산업용 로 을 제외한 학  연구소에서 기구

학, 동역학제어, 센서기반의 음성  비  처리, 지능 구  등을 연구할 수 있고 

실내 환경에 합한 이동성, 조작성을 갖는 휴머노이드 로 임. 

 ○ 휴머노이드 로 은 기본 으로 다  매니 이터를 갖고 있으며 이동 수단에 

따라 사람처럼 다리를 이용해서 걷는 보행 로 과 자동차처럼 바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휠베이스 로 으로 구분됨. 

 ○ 특히, 연구용 다  로  랫폼은 실내 환경 내에서 다  매니 이터를 이

용해 조작하고 보행 는 휠베이스로 이동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센서 처리, 지능 구 , 기구  동력학 제어 등에 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특화함. 

            

                  [보행 로 ]                          [휠베이스 로 ]

 ○ 휴머노이드 로 은 많은 연구비와 장기 인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

진국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임. 따라서 장기 인 투자를 통해서 얻는 

결과가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

 ○  시 에서 휴머노이드 로 의 연구는 특정 선진국을 심으로 시작하여  세

계 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휴머노이드 로  시장 규모가  

자동차 시장을 월한다는 상을 일본 동경 에서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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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로 처럼 단순 반복 작업만을 수행하지 않고 서비스 로 과 유사하게 로

과 인간이 같은 공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한 가사 행, 심부름  청소 

행, 방범, 안내 는 군사용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 국내 휴머노이드 로  기술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해진 실험 환경이 아닌 일

반 주거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아직 신뢰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다  로 의 동작을 제어하기 해서는 높은 기술 수 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

교나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지만 제작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학교나 연구

소가 자체 제작이 쉽지 않아 원활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의 랫폼 시장

이 요구됨. 

나. 범

 ○ (제품 분류 ) 연구용 다  로  랫폼은 산업용 로 을 제외한 학교  

연구소에서 로  기술 개발 용도로 활용할 연구용 로  분야임.  

[제품 활용도별 로 의 분류표]

분류 분류 소분류 용도

개인 서비스 로

노인/장애인 지원 로 노인지원 로 인지능력 향상, 건강보조용도

오락/건강

지원 로

엔터테인먼트 로 오락, 여가 활용

애완로 오락, 취미용도

교육로

교육보조 로 교육, 학습용도

교구용 로 학교 교재, 취미

문 서비스 로 의료복지 로 재활로 의료용

로  랫폼 

시스템 통합

로  랫폼 S/W, H/W  랫폼 교육, 연구용

네트워크 기반로  기술 네트워크기반 서비스 로  교육, 연구용 

 ○ (공 망 ) 연구용 다  로  랫폼은 기구학 구조로 조작을 한 다축 매

니 이터와 지를 한 핸드 그리고 이동을 한 보행 는 휠베이스를 구성

하고 있으며, 비  처리, 음성 처리, 주  환경 인식을 한 센서 등을 제공함. 연

구 목 과 사용자 요구 조건에 합한 범용 개발 랫폼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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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23)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한· ·일·미 상특허 3,652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이 체 39.7%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9년 기 으로 모든 국

가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23)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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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B25J-009 로그램 제어 메니 이터  529

G06F-019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 432

B25J-005 차 는휠에설치되어있는메니 이터 338

B25J-017 속부(joint) 261

G05B-019

로그램제어계(특정의 응용은 련되는개소, .A47L15/46를 참조; 미리 선정된 시간 

간격에서 임의의 장치를 조작 시키는 곳이 부착 되어있거나 짜넣어진 수단을 갖는 시계 

는 시계기구  

255

B25J-019
메니 이터에 합한 부속 장치, . 탐지기, 감시기  메니 이터와 련하여 

사용하기 하여 결합 는 특히 용되는 안  장치
237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의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출원이 체 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3

국 모두 주요 출원인의 특허 동향은 고르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FANUC LTD 1 80

SAMSUNG  

ELECTRONIC

S CO., LTD.

62 9 TOYOTA 59 3

2
HONDA

MOTOR
15 36 FANUC LTD 8 58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55 2

3

KUKA 

Roboter  

GmbH

40 8

HONDA 

MOTOR CO.,  

LTD.

39 27
Sony 

Corporation
35 3

4

HONDA 

GIKEN  

KOGYO 

KABUSHIKI 

KAISHA

0 36
Sony 

Corporation
29 11

HONDA

MOTOR
23 12

5 ABB AB 22 9
iRobot 

Corporation
10 24

NACHI-FUJIK

OSHI CORP
30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꾸 히 특허출원이 증가하 고, 

2008년 83건을 기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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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25J-005 차 는 휠에 설치되어있는 메니 이터 85

B25J-009 로그램 제어 메니 이터  82

B25J-017 속부(joint) 48

B25J-015 손잡이 부(grippinghead) 42

B25J-019
메니 이터에  합한 부속장치, . 탐지기, 감시기 메니 이터와 

련하여 사용하기 하여 결합 는 특히 용되는 안 장치
35

B25J-013 메니 이터 제어( 로그램 제어) 34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삼성 자가 4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유진로 이 6건, 한울로보틱스 4건, 로보스타 4건 등 

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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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양 학교  

산학 력단
18 주식회사 유진로 6 삼성 자주식회사 42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주식회사 

한울로보틱스
4 공업 주식회사 14

3 한국과학기술원 10 주식회사 로보스타 4 엘지 자 주식회사 13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 - 자동차주식회사 12

5
남 학교

산학 력단
7 - - 삼성 공업 주식회사 11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연구용 다  로  랫폼의 구성요소  로 용 센서는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 용 S/W 랫폼은 한국이 

출원한 특허의 질  수 이 낮은 것으로 단됨

 ○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를 살펴보면, 로 용 구동기가 1.68로 상 인 기술활동도

가 높게 나왔으며, 로 용 센서와 로 용 H/W 랫폼이 각각 0.66, 0.69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로 용 센서 1.06 403.17 0.92 1.28 0.070 0.66

로 용 S/W 랫폼 1.06 160.88 1.21 - - 1.31

로 용 H/W 랫폼 1.04 766.93 0.96 1.42 0.044 0.69

로 용 구동기 0.90 513.01 1.05 0.38 0.013 1.68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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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 분석

 ○ 기술확보지수가 낮아 연구주체의 진입장벽이 용이한 구성요소는 로 용 S/W 

랫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 용 구동기의 경우 기업들의 기술 확보 노력이 큰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동 략제품의 구성요소별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보통 수 의 기술독 지

수를 기록하 으며, 로 용 센서(297.39), 로 용 H/W 랫폼(247.23), 로 용 S/W 

랫폼(191.31), 로 용 구동기(12.65.6) 등의 순서로 독과  수 이 높음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센서 4,489 0.88 297.39

로 용 S/W 랫폼 1,588 0.78 191.31

로 용 H/W 랫폼 9,188 0.93 247.23

로 용 구동기 9,289 1.22 126.56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지수 기술활동지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로 용 센서 0.07 0.66 0.88 297.39

로 용 S/W 랫폼 　- 1.31 0.78 191.31

로 용 H/W 랫폼 0.04 0.69 0.93 247.23

로 용 구동기 0.01 1.68 1.22 126.56

[특허지수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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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연구용 다  로  랫폼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

업 합성을 살펴보면, 로 용 S/W 랫폼이 3.44로 동 략제품의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  인 라 수 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악되며, 기술진

입도는 보통 이상의 수 인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

경쟁력지수

기술

활동지수
Score

기술

확보지수

기술 

독 지수
Score

로 용 센서 3 1 2.2 4 2 3.0 2.68

로 용 S/W 랫폼 1 5 2.6 5 3 4.0 3.44

로 용 H/W 랫폼 2 1 1.6 4 2 3.0 2.44

로 용 구동기 1 5 2.6 1 4 2.5 2.54

[ 소기업 합성 분석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장기 인 투자 가치 

 → 시장 니즈 1 : 국내 다  로 의 심 부족으로 인한 투자 감소 

 ○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학교나 연구소에서 로  연구 개발은 실히 필  

요함. 

 ○ 산업 경제 인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로  시장의 확 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장기 인 안목의 투자가 필요함.  

 ○ 기술 인 측면에서 고속 정 화, 지능화 기술 발 에 의한 신기술 창출과 IT, NT, 

BT 발 에 의한 기술 융합화, Break-Through 기술에 의한 다양한 고기능 로 의 

개발이 요구됨. 

□ 고기능의 로  기술 확보 

 → 시장 니즈 2 : 제한된 로  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기능의 기술 부족

 ○ 향후 노동인력의 감소에 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필요하며 극한 환경으로부터의 

인명 구조, 작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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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구조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인간 공존형 로 의 출 이 필연 이며 삶

의 질 향상 등 국민 복지 향상의 핵심  역할 수행을 한 서비스의 수요 증 를 

해서 필요함. 

 ○ 로  산업은 기술   효과가 큰 첨단 기술 복합체로 분류되며, 향후 자동차 산

업 규모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성장이 요구됨.

□ 로  랫폼 제작의 어려움

 → 시장 니즈 3 : 학교나 연구소의 한정된 연구비용과 인력으로 자체 제작이 쉽

지 않음,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의 변이 취약함. 

 ○ 다  로  랫폼은 제작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일반 학교나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이 쉽지 않음. 

 ○ 최근 로  산업이 확 됨에 따라 국내 학교나 연구소에서 로  기술 연구가 활발

히 진행 되고 있으나 실험을 한 로  랫폼이 부족한 실정임. 

 ○ 로  랫폼 개발을 해서는 후방 산업으로 기/ 자 부품, 기계/제어 부품, 

형 사출, 네트워크/통신 시장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요인 Needs

- 로  연구의 투자 부족

- 한정된 로  서비스  특화된 기술 부족

- 높은 로  랫폼 개발 비용 

- 부품 소재 산업의 취약성

⇒

- 신성장 동력으로서 장기  투자 요구

- 신뢰성있는 로  기술이 요구

- 학교나 연구소의 로  연구 확

-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문서비스 로  시장내 연구용 단  로  랫폼의 상  시장을 살펴보면, 시

장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 로 용 시장으로서 2009년 약 4억달러에서 

2014년 약 4.5억달러로 연평균(CAGR) 1.9%의 완만한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실험실용 로 의 경우는 5년의 기간 동안 5.3% 성장하여 2014년 약 3.8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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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09. 4, Robotics: Robotic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세계 연구용 다  로  랫폼의 상  시장 망]

 ○ 연구용 다  로 의 주요 부품인 엑추에이터 시장은 2011년 재 시  기 으

로 약 124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15.4%의 성장이 상됨

   - 스마트 센서 시장은 2009년 약 9.4억달러에서 2014년 약 14.2억달러로 동 기간 

동안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기 됨

 ○ 연구용 다  로  랫폼 시장이 신생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엑추에이터, 센서 

등 련 주요 부품의 기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시장 창출  사업 모델 

다양화 등에 노력한다면 동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11. 5, Smart Material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세계 연구용 다  로 의 주요부품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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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황 분석

□ 연구용 다  로 랫폼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27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
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의 부속품과 부분품) 9032.90-9000

로 용 

S/W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로 용 

H/W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 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8523.80-2920

로 용 

구동기

직류 동기(출력이37.5와트이하인것에한한다) 8501.1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 동기) 8501.31-1010

기타(출력이100와트 과이고750와트이하인직류 동기) 8501.31-1090

직류 동기(출력이 750와트 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2-1000

직류 동기(출력이 75킬로와트 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501.33-1000

직류 동기(출력이375킬로와트를 과하는것) 8501.34-1000

[연구용 다  로 랫폼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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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직류 동기(출력 37.5와트 이하)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80.7Mil$), 수입(347.6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

의 기기의 부속품과 부분품)
36.01 31.21 72.30 66.11 51.51 337.61 346.23 350.58 288.78 424.70

로 용 

S/W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로 용 

H/W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로 용 

구동기

직류 동기(출력이37.5와트이하

인것에한한다) 
49.96 47.26 49.91 97.34 80.74 429.30 417.70 338.05 268.82 347.56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출력

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 동

기)

77.99 80.01 56.87 61.00 88.61 40.78 45.69 53.51 43.03 57.58

기타(출력이 100와트 과이고

750와트 이하인 직류 동기) 
38.87 37.60 51.36 38.35 67.59 44.81 51.98 61.62 40.49 47.0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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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용 구동기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로 용 센서, 로 용 제어모듀르, 로 용 콘

텐츠 등의 폼목들은 수입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로 용 센서, 로 용 S/W 랫폼, 로 용 H/W 랫폼 등

   - 수출 특화 분야 : 로 용 구동기 내 출력이 100W이하인 것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로 용 센서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의 

부속품과 부분품)
-0.81 -0.83 -0.66 -0.63 -0.78 수입특화 강화

로 용 S/W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로 용 H/W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로 용 

구동기

직류 동기(출력이37.5와트이하인것에한한다) -0.79 -0.80 -0.74 -0.47 -0.62 수입특화 완화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 동기)
0.31 0.27 0.03 0.17 0.21 수출특화 강화

기타(출력이100와트 과이고750와트이하인직

류 동기) 
-0.07 -0.16 -0.09 -0.03 0.18 수출특화 환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용 다  로 랫폼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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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ensors, related, respect, performed, model, value, gait, determinedDynamic, sensors, laser, content, cart, carriage

CR_2
beam, back, optical, velocity, housing, carrier, enginereference, carried, robotsgripping, shape, workpiece, Metal, 
piece, aperture

CR_3 arm, end, welding, componentwelding, manipulator, body, surfaceground, contact, walking, wheels

CR_4 generated, generating, appliedcomponent, set, predetermined, object, model, section, terminal

CR_5 mobile, system, platform, robot, device, Dynamicunit, operation, signal, station, softwaresoftware, computer, used

CR_6 signal, processing, timestorage, display, environment, electronicactuators, maximum, typically, protocols

CR_7
content, computing, common, security, layer, equipment, message, client, mainmodule, interface, 
applicationsignals, digital, storage

CR_8
assembly, frame, configured, portion, vehicletool, member, reference, work, positioning, groundmain, plane, 
arms, region, Load, plate, beam, Cable, substrate

CR_9 object, detection, inputtarget, detector, real, distance, Autonomous

CR_10
work, third, head, driving, arrangedpositioning, positioned, actuator, fixedsubstrate, chamber, manufacturing, 
Table, attachment, panel, shaft, surgical, obstacle, torch

CR_11
obstacle, Behavior, increase, full, errorradiation, treatment, scanner, vector, gap, radar, read, controllers, grid, 
microscope, compensate, terrestrial

[연구용 다  로 랫폼 분야 포지션맵]

 ○ 연구용 다  로 랫폼 분야 포지션맵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

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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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2 receiving, different, comprisingconfiguration, allowing, low, machine, transfer, targetlink, High, multi

CR_13 part, joint, axisfirst, position, plurality, motion

CR_14 device, first, data, armdeck, skateboard, braking, actuating, Upon, steering

CR_15
cart, prevent, container, open, ring, wall, fire, opening, fluid, continuous, gripping, segment, trajectory, 
multimedia, virtual, mechanisms, event, connectorsection, path, state, element, link, configuration, air, tool

CR_16 image, camera, remote, signalsradio, receiver, transmission, transmitting

CR_17 data, information, network, unitinformation, user, based

CR_18 state, current, speed, externalplural, actuated, directions, box

CR_19 station, location, basepower, area, receiving

CR_20 network, wireless, communicationterminal, server, service, module, devices, power, image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로 용 센서

모션 센서 제조기술

장애물 탐지 센서 제조기술

로  교시  알고리즘 설계기술

3차원 시각센서 제조기술

센서융합 공간 인식 기술

힘/토크/ 각 센싱 기술

자율 신호 검출용 센서 감지 기술

로 용 S/W 랫폼

Virtual Reality 기반 로   환경 모델링 기술

스마트 GUI 구  기술

표  랫폼 기반 로  시험  성능 평가 기술

로 용 H/W 랫폼

자동 충 기술

로  H/W 공통장치/ 속 표 화 기술

로  H/W 랫폼 개발 지원 도구 개발

로 용 가 경량 고강성 외  설계기술

로 용 구동기

로  구동용 Actuator 제조 기술

로  그리퍼 제조기술

슬라이드 조인트 제조기술

하모닉드라이  제조기술

고출력 고신뢰성 구동모듈 제조기술

경량 고감속비 특성의 감속기 제조 기술

매니폴더기반 구동기 제작 기술

조인트 회  구동기 제조기술

경로변환용 구동기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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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로 용

센서

모션 센서 제조기술 30% - - 30%

장애물 탐지 센서 제조기술 - - - -

로  교시  알고리즘 설계기술 10% - - 10%

3차원 시각센서 제조기술 10% - - 10%

센서융합 공간 인식 기술 - - - -

힘/토크/ 각 센싱 기술 - - - -

자율 신호 검출용 센서 감지 기술 30% - - 30%

로 용

S/W

랫폼

Virtual Reality 기반 로   환경 모델링 기술 - - - -

스마트 GUI 구  기술 - - - -

표  랫폼 기반 로  시험  성능 평가 기술 - - - -

로 용

H/W

랫폼

자동 충 기술 - - - -

로  H/W 공통장치/ 속 표 화 기술 20% - - 10%

로  H/W 랫폼 개발 지원 도구 개발 40% 10% - 40%

로 용 가 경량 고강성 외  설계기술 - - - -

로 용

구동기

로  구동용 Actuator 제조 기술 20% - - 20%

로  그리퍼 제조기술 10% - - 10%

슬라이드 조인트 제조기술 - - - -

하모닉드라이  제조기술 - - - -

고출력 고신뢰성 구동모듈 제조기술 10% - - 10%

경량 고감속비 특성의 감속기 제조 기술 10% - - 10%

매니폴더기반 구동기 제작 기술 - - - -

조인트 회  구동기 제조기술 - - - -

경로변환용 구동기 설계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

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

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 연구용 다  로  랫폼 분야에서 S/W 랫폼 련 응답 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 합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기술은 ‘로  H/W 랫폼 

개발 지원 도구 개발’인 것으로 악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로 용 센서 련 무선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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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연구용 다  로  랫폼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모바일 AVR로  오축로 암, 이 웰딩머신, 나노진공조 로 , 로 용박형감속기, 음  

센서, 즈제조로 , 산업용 로 , 과학기자재 로 , 커넥터, 지그핀, 공장자동화 설비

해외 기업
하모닉드라이버, 도시바, 나소닉, FANUC, 혼다자동차, KUKA Roboter, ABB AB, 

YASKAWA 기, 소닉, iRobot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LG 자, 삼성 공업, 자동차, 공업

소기업

유진 로 틱스, 동일 텍, 코암테크, 한국이 이엘, 해냄기계, 로보스타, 멕스코리아, 랩텍, 

마이크로펙스, 호야로 , 에스아이에스, 모세메디, 라토, 하기소닉, 태호테크, 디엠테크놀

러지, 모던테크, 하이로시, 에이스정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

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기업의 공 망 내 치는 40%가 분포되어 

있는 2차공 자 단계인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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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로 용 센서

모션 센서 제조기술 특

장애물 탐지 센서 제조기술 특

로  교시  알고리즘 설계기술 특

3차원 시각센서 제조기술 특

센서융합 공간 인식 기술 특

힘/토크/ 각 센싱 기술 특

자율 신호 검출용 센서 감지 기술 특

로 용

S/W

Virtual Reality 기반 로   환경 모델링 기술 특

스마트 GUI 구  기술 특

표  랫폼 기반 로  시험  성능 평가 기술 특

로 용

H/W

자동 충 기술 특

로  H/W 공통장치/ 속 표 화 기술 특

로  H/W 랫폼 개발 지원 도구 개발 특

로 용 가 경량 고강성 외  설계기술 특

로 용 구동기

로  구동용 Actuator 제조 기술 특

로  그리퍼 제조기술 특

슬라이드 조인트 제조기술 특

하모닉드라이  제조기술 특

고출력 고신뢰성 구동모듈 제조기술 특

경량 고감속비 특성의 감속기 제조 기술 특

매니폴더 기반 구동기 제작 기술 특

조인트 회  구동기 제조기술 특

경로변환용 구동기 설계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로  H/W부분에서는 로 용 가 경량 고강성 외  설계 기술과 H/W 랫폼 

개발 지원 도구 개발이 필요함.

   - 로  S/W부분에서는 virtual reality 기반 로   환경 모델링 기술과 표  

랫폼 기반 로  시험  성능 평가 기술 등이 확보가 용이하다고 단됨.

   - 인간과 로  랫폼 사이의 다양한 interaction 등을 구 할 수 있기 해서 모션 

센서 기술, 장애물 탐지 기술, 힘/토크/ 각 센싱 기술, 센서융합 공간 인식 기

술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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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로 용 센서

모션 센서 제조기술

장애물 탐지 센서 제조기술

로  교시  알고리즘 설계기술

3차원 시각센서 제조기술

센서융합 공간 인식 기술

힘/토크/ 각 센싱 기술

자율 신호 검출용 센서 감지 기술

로 용 S/W

Virtual Reality 기반 로   환경 모델링 기술

스마트 GUI 구  기술

표  랫폼 기반 로  시험  성능 평가 기술

로 용 H/W

자동 충 기술

로  H/W 공통장치/ 속 표 화 기술

로  H/W 랫폼 개발 지원 도구 개발

로 용 가 경량 고강성 외  설계기술

로 용 구동기

로  구동용 Actuator 제조 기술

로  그리퍼 제조기술

슬라이드 조인트 제조기술

하모닉드라이  제조기술

고출력 고신뢰성 구동모듈 제조기술

경량 고감속비 특성의 감속기 제조 기술

매니폴더기반 구동기 제작 기술

조인트 회  구동기 제조기술

경로변환용 구동기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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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로 용

센서

모션 센서 제조기술 동작 감지 기술
Keyframe 는 Teaching에 의한 

모션생성 기술

3D센서기반의3차원 

실시간 모션 

캡쳐 기술

다양한 환경에 

신뢰성이 보장된 

모션 센서

장애물 탐지 센서 

제조기술

실시간성이 보장된 

장애물탐지기술

정 환경에서 

거리와 

비 정보를 

이용한 

치추정  

장애물 

탐지기술

동 환경에서거리

와비 정보를이용

한 치추정  

장애물탐지기술

다수의 

동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거리와 

비  정보를 

이용한 치 추정 

 장애물 탐지 

기술

동 인 장애물 

감지가 가능한 센서

센서융합 공간 

인식 기술

가, 모듈형  

융합기술

치추정용 

센서융합에 

의한 

치추정기술

장애물 인식, 

회피  지도 

작성용 가형 

거리 센서를 통한 

치 인식 시스템 

개발

모듈화된 

공간인식용센서융

합시스템  

소 트웨어 

인터페이스개발

가, 모듈형 공간 

인식 기술

힘/토크/ 각 

센싱 기술

소형이며 정 성이 

보장된 모듈화기술

3축힘/토크측

정용센서,

±10Nm정 도

6축힘/

토크측정용 센서,

±1Nm정 도

6축힘/토크

측정용센서,

±0.5Nm고정 도

경량의 고신뢰성이 

보장된 힘 센서

로 용

S/W

Virtual Reality 기반 

로   환경 

모델링 기술

사용자기반의편의

성 제공 기술

Kinematic&Dynamic 환경모델링이 가능한 기술,  

실시간 모션 생성 기술

가상 환경 모델링 

기술 확보

표  랫폼 기반 

로  시험  성능 

평가 기술

고 신뢰성 성능  

평가 기술

주행  센서성능평가, 지능로 구 을 

한H/W S/W 표 화  모듈화 기반기술

신뢰성 있는 로  

랫폼 평가 기술

로 용

H/W

로  H/W 랫폼 

개발 지원 도구 

개발

요구사항에 따른 

유연한 

설계변경기술

3D기반 로 기구 설계  모델링 개발도구
신속하고 정확한 

설계 기술

로 용 가 경량 

고강성 외  

설계기술

경량, 고강성의 

외  설계 기술
로토타입용 고강성 가의 외 설계  가공 기술

디자인 기반의 

경량화 기술

로 용

구동기

로  그리퍼 

제조기술

경량, 정 조작이 

가능한 제어기술
지력 1kg이상의 그리퍼기술

지력 2kg이상의 

그리퍼기술

다양한 사물의 

지가 가능한 

로 그리퍼 제작기술

고출력 고신뢰성 

구동모듈 제조기술

소형, 경량의 구동 

모듈 기술

500g미만 량의 100W  고출력  

DC/BLDC 모터 제조 기술

400g미만 량의 

200W 고출력  

DC/BLDC 모터 

제조 기술

소형, 경량의 구동기 

제조 기술

경량 고감속비 

특성의 감속기 

제조 기술

소형, 경량의 

정 성 

감속비 100:1이상, 400g미만 

량의 모듈형 감속기, 제조기술

감속비 300:1이상, 

300g미만 량의 

모듈형 감속기, 

제조기술

소형, 경량의 감속기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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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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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식품

-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 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 특수용도 및 맞춤형 식품

- 기타 기능성식품

- 전통발효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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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1. 개요

가. 정의 

 ○ 농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제외)이라 함은 기능성원료로 개별 인정

받은 농산물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제품으로 제조공정을 인정받은 제품을 의미함. 

 ○ 2011년 재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주요 농산물은 알로에, 녹차추출물, 은행잎추

출물, 표고버섯균사체, 복분자추출분말, 헛개나무추출물, 백수오추출물, 석류추출

물, 양 추출물, 회화나무추출물 등이 있음.

년도
신규인정

건수
농림수산물 소재 기능성 원료

2004 9 정어리펩타이드, 알로에추출물, 알로에복합추출물, 참당귀뿌리추출물  

2005 14 나무잎추출물, 목이버섯, 포도종자추출물, 두올리고당

2006 21

표고버섯균사체, 구아바잎추출물,. 로콜리스 라우트분말, 헛개나무과병추출물당귀혼

합추출물, 복분자추출물, 올리 잎추출물, 탈지달맞이꽃종자추출물, 가쯔로부시올리고

펩타이드

2007 16 솔잎증류농축액, 콩발효추출물,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정어리정제어유

2008 17
두배아추출물등복합물, 메론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사상황버섯

곤약감자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고농축녹차추출물, 산수유복합추출물 

2009 30
구아바잎추출물등복합물, 보이차추출물, 다래추출물, 홍국 , 겨추출물, 동결건조 에분말보리열

매추출물, 인삼가시오갈피혼합추출물, 깻잎추출물, 크랜베리추출분말, 정제오징어유  

2010 18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은행잎추출물, 석류추출/농축물, 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

회화나무열매추출물, 양 추출액, 녹차추출물, 쥐 이콩 펩타이드 복합물, 연어펩타이드 

[연도별 신규 농림수산물 소재 기능성원료 인정 황]

나. 범  

 ○ (제품 분류 ) 농림수산물을 소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억력개선, 행

개선, 간건강개선, 체지방감소, 당조  등 기능성성격에 따라 제품을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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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력개선제품

 ○ 녹차추출물과 은행잎추출물 등을 이용한 제품임.

□ 행개선제품

 ○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기능제품으로 은행잎추출물을 이용한 제품이 해당됨

□ 간건강제품

 ○ 표고버섯균사체, 복분자추출분말, 헛개나무과병추출물 등을 이용한 제품임.

□ 체지방감소제품

 ○ 몬밤추출물, 녹차추출물 등을 이용한 제품임.

□ 갱년기여성건강제품

 ○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석류 추출/농축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등을 이용한 제품임.

□ 당조 제품

 ○ 달맞이꽃종자추출물, 쥐 이콩 펩타이드 복합물 등을 이용한 제품임.

□ 콜 스테롤 개선제품

 ○ 보리베타 루칸추출물, 양 추출물 등을 이용한 제품임.

기능성 기능성원료 

기억력개선 녹차추출물/테아닌 복합물, 은행잎추출물

행개선 은행잎추출물

간건강 표고버섯균사체, 복분자추출분말

체지방감소 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 녹차추출물(3), L-카르니틴 타르트 이트 

갱년기여성 건강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석류 추출/농축물(2), 회화나무열매추출물(2)

당조 탈지달맞이꽃종자추출물, 쥐 이콩 펩타이드 복합물

립선건강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콜 스테롤 개선 보리베타 루칸추출물, 양 추출물

압조 연어 펩타이드

요로건강 크랜베리추출분말

[주요 기능성별 농림수산물 원료 인정 황]

 ○ (공 망 ) 농림수산물소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한 원료에 해당

하는 소재와 이를 제조, 가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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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24)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93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특허가 체의 37.9%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3.8%로 미국 다음으로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 지고 있으나 2007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24)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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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1157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부터의 물질을 함유 하는 구조 미지의 의약품 

제재
213

A61K-031 유기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재 166

A61K-035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응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제제 127

A23L-002 비알코올성 음료; 그것을 한 건조조성물 는 농축물; 그것들의 조제 102

A23D-009 기타식용유지, .쇼트닝, 식용유 68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으나 유럽, 일본에 비하여 삼극특허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ESTEC S.A.(유럽), Milliken & Company(미국), 

SHINYAKU CO LTD(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NESTEC  

S.A.
8 9

Milliken & 

Company
6 7

SHINYAKU CO 

LTD
21 0

2

UNILEVER 

N.V.|UNILE

VER PLC

11 4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8 4
KANEKA 

CORPORATION
9 0

3
Ajinomoto 

Co., Inc.
4 5 NESTEC S.A. 1 10 HotFrog 7 0

4

Fuji Oil 

Company, 

Ltd.

3 5

KABUSHIKI 

KAISHA 

YAKULT  

HONSHA

2 7
DIC 

Corporation
6 0

5

Cognis IP 

Management 

GmbH

7 1
KAO 

CORPORATION
1 8 TREND JAPAN 5 0

(2) 국내동향

 ○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에 98

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동향을 보이다 2007년 75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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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568

A23L-002 비알코올성 음료; 그것을 한 건조 조성물 는 농축물;  그것들의 조제 77

A23K-001 사료 9

A23F-003 다른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그것들의 처리; 식품 는 식료품  8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부터의 물질을 함유하는 구조 미지의 
의약품 제재 

7

A23D-009 기타 식용유지, . 쇼트닝, 식용 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과 더불어 소기업, 그리고 연구기  모두 활

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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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식품연구원 5 싸이토팜㈜ 5 ㈜ 이티앤지 6

2
남 학교 

산학 력단 3 에스티 이제약 ㈜ 4 ㈜한국인삼공사 3

3 동국 학교 
산학 력단

3 ㈜ 유맥스 3 ㈜동원에 앤비 3

4 경희 학교 
산학 력단 3 ㈜한국생명공학 3 ㈜ 이티앤지 2

5
한민국

(강릉 학교총장) 3 ㈜풀무원 2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염 련 소재가 0.09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피

부 련 소재 등은 한국의 피인용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 인 특허의 질

 수 이 낮은 것으로 단됨

 ○ 기술활동도는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가(1.46)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항산화  항암 련 소재는 0.6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항노화 련 소재 0.44 80.00 0.83 0.33 0.025 1.05 

염 련 소재 1.14 224.24 1.28 2.00 0.089 1.03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1.19 73.94 1.24 - - 1.06 

항산화  항암 련 소재 1.53 522.41 0.86 1.45 0.031 0.69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0.73 73.94 0.72 - - 1.46 

피부 련 소재 0.64 168.48 1.14 - - 1.15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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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동 략제품내 기술확보지수는 염 련 소재가 1.67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 

독 지수는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와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가 

250이상으로 기존 연구주체들의 기술 독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항노화 련 소재 2,713 0.72 127.78

염 련 소재 6,836 1.67 159.05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1,354 1.04 634.76

항산화  항암 련 소재 6,089 0.85 59.85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2,523 1.19 755.81

피부 련 소재 4,401 0.80 151.51

체 23,916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항노화 련 소재 0.03 1.05 0.72 127.78 

염 련 소재 0.09 1.03 1.67 159.05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 1.06 1.04 634.76 

항산화  항암 련 소재 0.03 0.69 0.85 59.85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 1.46 1.19 755.81 

피부 련 소재 - 1.15 0.80 151.51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구성요소  항노화 련 소재(3.82)와 항비만  사

성질환 련 소재(3.14)가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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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쟁력은 염 련 소재와 항산화  항암 련 소재를 제외한 모든 구

성요소가 2 이하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항상화  항암 련 소재를 제

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4  이상으로 나타남.

   - 기술확보지수는 항노화 련 소재, 항산화  항암 련 소재 그리고 피부 련 

소재가 4  이상으로 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비교  가장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술독 지수 한 항노화 련 소재와 항산화  항암 련 소재, 항비만 

 사성질환 련 소재가 4  이상으로 특허가 분산되어 출원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항노화 련 소재 2 4 2.8 5 4 4.5 3.82

염 련 소재 3 4 3.4 1 3 2 2.56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1 4 2.2 2 5 3.5 2.98

항산화  항암 
련 소재

2 1 1.6 4 1 2.5 2.14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1 5 2.6 2 5 3.5 3.14

피부 련 소재 1 4 2.2 4 3 3.5 2.9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분석

가. 니즈분석 

□ 농림수산원료의 기능성 탐색  발굴 강화

 → 시장니즈1:  고부가 식품산업 성장

 ○ 부분의 농림수산물이 기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과학 으로 그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기능성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장확 는 물로 농가소득 증 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10년에 지⋅운지⋅표고버섯과 자라, 화분, 로얄제리 등의 농산물이 기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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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수산원료의 기능성 평가를 한 동물실

험  인 라를 구축하고, 인체 용실험을 확 하여 과학  우수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함.

□ 타산업과의 융복합 강화

 → 시장니즈 2: 고부가 가치 창출

  

 ○ 농림수산물 원료의 기능성을 활용하는 지식기반 산업이자 첨단기술  타 산업

(제약, 한방, 화장품)과의 목 가능성이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 할 가능성이 

높음. 

   - BT․NT 등 첨단기술과의 목, 기능성 소재의 타 산업  잠재력이 큼

 ○ 세계 식품산업의 소비 트 드가 웰빙·건강 시 변화로 Slow food인 발효식품이 

고부가 신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범  확

   → 시장니즈 3: 련농식품산업 활성화

  

 ○ 외국은 행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기능성식품’ 개념을 용․운 하고 있음. 우

리나라는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식품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하고 있음. 미국은 건강보조식품을 “다음의 식품성분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

면서 식사를 보충하는 식품(담배를 제외함)”으로 정의함.

    * 식품성분 :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총 식사의 섭취를 증가시켜 식사를 보충

하기 해 사람이 이용하는 식품성분, 생약 는 다른 식품  앞에서 서술한 

각 양소의 농축물, 사물, 구성물질, 추출물, 는 혼합물

   - 일본의 경우 매 인 기능성식품을 의약품과 일반식품 사이 5단계로 구분 가능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도 기능성식품의 범 를 의약품과 일반식품 사이에 존재하

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체 식품으로 확 하여 재 사장

되고 있는 농림수산물의 기능식품으로서의 잠재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기능성소재 종합정보 DB 구축

 → 시장니즈 4: 련기업 정보 제공

 ○ 재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기능성 소재에 한 종합 인 정보 제공 기능이 미흡

하여 기능성식품 제조에 심이 있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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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발간되는「기능성 성분표( )」을 토 로 국내산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 

정보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0개 농산물에 한 기능성분 함량, 기능성에 한 과학  자료 정보 제공

 ○ 향후 기능성 소재 정보 DB에 수산․축산물의 기능성 소재 정보  민간에서 연

구한 기능성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항노화 련 소재

 ○ 항노화 소제 시장은 2009년 약 39억달러에서 2014년 약 54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며, 연평균(CAGR) 성장률은 6.7%일 것으로 조사됨

   - 항노화 소재 시장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제약원 재료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  추출 항목이 가장 성장폭이 큰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항노화 소재 시장 망]

세부항목 '09 '10 '11 '12 '13 '14 CAGR

제약원재료(API) 2,177 2,331 2,515 2,714 2,860 3,060 7.9

비타민&

산화방지제
452 474 500 527 550 578 5.4

허 추출 281 308 343 381 410 451 11.2

콘드로이친 257 276 297 321 340 364 7.8

기타 763 804 845 888 940 990 5.1

체시장 3,930 4,194 4,500 4,831 5,100 5,443

※ 자료 : Freedonia Focus 2009.9,  Anti-Aging Product Chemical Demand by Type

 ○ 차 증가하는 노령인구로 인해 최근 련 만성질환의 방에 한 심이 증가

하고 있어 항노화 산업과 더불어 항노화 련 소재시장은 망이 밝은 것으로 

단됨

□ 염 련 소재

 ○ Freedonia Focus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시장은 2009년 약 

145억달러에서 2014년 약 209억달러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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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루코사민과 연골에 좋은 콘드로이틴 등에 

한 소비자의 심이 증가 추세이며, 염 방 식품에 한 매량이 증가하

고 있어 진 으로 시장은 확 될 것으로 상됨

※ 자료 : Freedonia Focus 2009.9, Freedonia Focus on Anti-Aging Products to 2013

[  어 시장 망]

□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 항노화 제품 시장 보고서에 수록된 건강유지 시장을 살펴보면 2014년 약 172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상하며 매년 7.9%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함.

 ○ 평균 수명의 증가로 갱년기  폐경기를 겪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방 혹은 치료

에 한 심과 함께 백수오, 산삼, 석류 등의 방용 보조식품에 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Freedonia Focus 2009.9, Freedonia Focus on Anti-Aging Products to 2013 (Health Maintenance)

[항 노화 제품(건강유지)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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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화  항암 련 소재

 ○ BCC Research에서 2009년 6월에 발행된 발효성분에 한 보고서 내 항생제 시장

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2009년 약 193억달러에서 2014년 약 279억달러로 5년간 약 

83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상함.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World Markets for Fermentation Ingredients

[항 노화 제품(건강유지) 시장 망]

 ○ 탈모, 장장애 등 항상재의 부작용에 의하여 항상화  항암 련 식품의 심

이 증하고 있으며, 특히 키토산(Chitosan)의 경우를 살펴보면 항암효과와 함께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어 ․유아, 병약자, 노약자, 임산부 등의 소비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천연 고분자 바이오물질 시장보고서를 살펴보면 키토산 시장은 2009년 2.8억달러

에서 2014년 약 3억달러 규모로 성장하 으며 항산화  항암 련 식품 시장의 

연평균(CAGR)보다 높은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상하고 있음.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09. 9, Global Biomaterial Market (2009-2014)

[키토산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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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 불규칙한 식생활 습 , 인스턴트 음식섭취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생겨나면

서 최근 건강식품에 한 심이 증 되고 있으며 특히, 비만과 당뇨를 방하는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의 매가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질환 치료제에 한 시장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 2,600만달러에서 2014년 

3,600만달러로 5년간 1,000만달러 성장할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GBI Research 2010. 11, Metabolic Disorders Therapeutics - Global Market Overview

[ 사질환 치료제 련 시장 망]

 ○ 항비만  사성 질환 련 표 인 보조 식품인 다이어트 식품 체재 의 시

장을 살펴보면, 2009년 약 12억달러에서 연평균(CAGR) 10.8% 성장하여 2014년에 

약 21억달러의 시장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됨.

   - 다이어트 식품 시장 내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칼로리 음료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동안 연평균 14.8% 성장할 것으로 망됨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09. 7, Global Weight Loss and Diet Management (2009 - 2014)

[다이어트 식품 체제  음료 련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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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련 소재

 ○ 항노화 제품 시장보고서에 수록된 스킨 어 시장을 살펴보면, 2009년 약 30.4억 

달러의 시장에서 연평균 11.8% 증가하여 2014년에 약 51억달러의 규모로 성장이 

상됨 

※ 자료 : Freedonia Focus 2009.9, Freedonia Focus on Anti-Aging Products to 2013

[피부 련 소재 시장 망]

 ○ 피부 련 소재인 콜라겐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증가로 인하여 소비량이 

증하고 있으며, 피부 노화에 좋은 효능을 가진 콜라겐에 한 심이 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콜라겐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억달러에서 2014년 약 12억달러로 5년 동

안 약 3.8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상하며, 피부 련 소재에 한 개발이 진행될

수록 연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단됨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09. 9, Global Biomaterial Market (2009-2014)

[콜라겐 시장 망]



고부가식품

- 437 -

(2) 무역 황 분석

□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항노화 련 소재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0810.40-0000

키 0810.50-0000

토마토(신선,냉장한것) 0702.00-0000

호도(탈각하지 않은것) 0802.31-0000

피스타치오 0802.50-0000

계피(분쇄한것) 0906.20-1000

박하 1211.90-9070

몬유 3301.13-0000

로콜리 0704.10-0000

염 련 소재

기타의료용 식물 1211.90-9090

골분 0506.90-2000

기타조제식료품 2106.90-9099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냉동 칡뿌리 0714.90-1010

신선냉장 칡뿌리 0714.90-1090

크 베리,빌베리,블루베리 0810.40-0000

기타과실 0810.90-9000

자두 0809.40-1000

콩 0708.20-0000

항산화  항암 

련 소재

수삼 1211.20-1100

백삼 1211.20-1210

홍삼 1211.20-1310

고구마(신선한것) 0714.20-1000

양 0703.10-1000

마늘(탈피한것) 0703.20-1000

마늘(탈피하지않은것) 0703.20-9000

생강(신선 는 냉장한  것) 0910.10-1000

로콜리 0704.10-0000

메 미 1006.20-1000

찰 미 1006.20-2000

지버섯 0709.59-3000

기타버섯 0709.59-9000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고구마(신선한것) 0714.20-1000

기타식 2209.00-9000

미생물배양쳬(각종 유산균) 3002.90-4000

양 0703.10-1000

쪽 0703.10-2000

마늘 0703.20-1000

생강(신선 는 냉장한것) 0910.10-1000

참깨 1207.40-0000

분말처리한 버섯 2003.90-9000

매실 0810.90-5000

피부 련 소재

알로에 수액과 액스 0810.90-5001

비타민C 0810.90-5002

기타조제식료품 0810.90-5003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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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항노화 

련 

소재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0.00 - - 0.01 0.05 - - - - 0.11

키 - - - - 0.04 62.74 69.83 57.23 53.18 56.51

토마토(신선, 
냉장한 것)

4.62 3.30 1.62 2.27 4.00 - - - - -

호도(탈각하지 않은 
것)

- 0.07 - - - 1.21 2.32 0.55 2.55 1.50

피스타치오 0.02 - 0.03 0.05 - 2.42 2.56 2.88 2.24 3.34

계피(분쇄한 것) - - - - - 0.12 0.26 0.26 0.19 0.25

박하 - - - 0.01 - 0.09 0.32 0.11 0.15 0.27

몬유 - - - 0.01 - 0.47 0.53 0.68 0.65 0.76

로콜리 - 0.01 - 0.01 - 8.63 10.78 5.54 3.64 8.69

염 

련 

소재

기타의료용 식물 4.36 - - - - 41.29 0.71 - - -

골분 0.04 - - - - 1.38 0.73 0.60 0.64 0.42

기타조제식료품 70.63 78.57 88.28 103.28 198.41 210.18 233.97 252.18 301.30 375.41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신선냉장 칡뿌리 0.02 0.03 0.16 0.05 0.05 0.55 0.37 0.40 0.31 0.81

크 베리, 빌베리, 
블루베리

- - - 0.01 0.05 - - - - 0.11

기타과실 - - 0.04 0.16 0.24 13.86 15.87 4.71 11.04 15.06

자두 - - - - - - - - - -

콩 - - - 0.02 - 0.02 - - - -

항산화 

 항암 

련 

소재

수삼 0.02 0.38 0.11 0.26 0.62 0.19 0.05 0.02 0.01 0.01

백삼 4.10 4.63 3.18 5.66 8.97 0.53 0.29 0.24 0.34 0.02

홍삼 32.42 35.67 40.65 42.89 51.47 0.02 - 0.28 0.05 0.19

고구마(신선한 것) - 0.01 0.03 0.11 0.24 - - - - -

양 0.20 0.43 - 3.83 2.17 14.16 9.08 9.22 4.80 6.44

마늘(탈피한 것) 0.04 0.02 0.72 0.23 0.20 0.32 0.88 1.30 0.19 3.34

마늘(탈피하지 않은 
것)

0.39 0.08 0.30 0.17 0.17 9.95 5.95 1.52 5.94 57.62

생강(신선 는 
냉장한  것)

- - 0.01 - - - - 1.93 3.20 4.91

로콜리 - 0.01 - 0.01 - 8.63 10.78 5.54 3.64 8.69

메 미 - 0.05 0.01 0.17 0.11 106.64 114.85 162.38 182.84 173.08

 (단 : Mil$) 

 ○ 피부 련 소재와 냉동 칡뿌리, 매실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수출입 거래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조제 식료품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198.4Mil$), 

수입(375.4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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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항노화 련 

소재

크랜베리·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 - - 1.00 -0.42 수입 특화

키 -1.00 -1.00 -1.00 -1.00 -1.00 수입 특화

토마토(신선, 냉장한 것) 1.00 1.00 1.00 1.00 1.00 수입 특화

호도(탈각하지 않은 것) -1.00 -0.94 -1.00 -1.00 -1.00 수입 특화

피스타치오 -0.99 -1.00 -0.98 -0.96 -1.00 수입 특화

계피(분쇄한 것) -1.00 -0.99 -1.00 -1.00 -1.00 수입 특화

박하 -0.98 -1.00 -1.00 -0.90 -1.00 수입 특화

몬유 -1.00 -1.00 -1.00 -0.98 -1.00 수입 특화

로콜리 -1.00 -1.00 -1.00 -1.00 -1.00 수입 특화

염 련 

소재

기타의료용 식물 -0.81 -1.00 - - - 수입 특화

골분 -0.94 -1.00 -1.00 -1.00 -1.00 수입 특화

기타조제식료품 -0.50 -0.50 -0.48 -0.49 -0.31 수입 특화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신선냉장 칡뿌리 -0.94 -0.83 -0.44 -0.75 -0.89 수입 특화

크 베리,빌베리,블루베리 - - - 1.00 -0.42 수입 특화

기타과실 -1.00 -1.00 -0.98 -0.97 -0.97 수입 특화

자두 - - 1.00 1.00 - 수출 특화

콩 -0.74 - - 0.78 1.00 수출 특화

항산화  

항암 련 

소재

수삼 -0.79 0.78 0.73 0.90 0.97 수입 특화

백삼 0.77 0.88 0.86 0.89 1.00 수출 특화

홍삼 1.00 1.00 0.99 1.00 0.99 수출 특화

고구마(신선한 것) 1.00 1.00 1.00 1.00 1.00 수출 특화

양 -0.97 -0.91 -1.00 -0.11 -0.50 수입 특화

마늘(탈피한 것) -0.78 -0.96 -0.28 0.11 -0.89 수입 특화

마늘(탈피하지 

않은 것)
-0.92 -0.97 -0.67 -0.94 -0.99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찰 미 - 0.01 0.06 0.07 0.03 - - - - 0.93

지버섯 0.03 - - 0.02 0.01 0.07 0.04 - - 0.05

기타버섯 1.63 3.46 7.30 3.40 2.70 0.05 - 0.01 0.01 0.03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고구마
(신선한 것)

- 0.01 0.03 0.11 0.24 - - - - -

기타식 0.66 1.19 1.03 0.97 0.75 0.46 0.93 1.30 0.78 0.88

미생물배양쳬
(각종 유산균)

5.52 7.04 9.29 10.37 13.56 12.32 13.77 15.09 14.65 15.17

양 0.20 0.43 - 3.83 2.17 14.16 9.08 9.22 4.80 6.44

쪽 - - - - 0.01 1.05 0.45 0.74 0.33 0.62

마늘 0.04 0.02 0.72 0.23 0.20 0.32 0.88 1.30 0.19 3.34

생강(신선 는 
냉장한 것)

- 0.05 0.01 0.17 0.01 - - 1.93 3.20 4.91

참깨 - 0.03 0.04 0.25 1.55 83.14 68.41 117.52 112.03 117.70

분말처리 한 버섯 0.01 0.05 0.01 0.05 0.01 1.37 1.30 1.27 0.82 1.50

 ○ 항노화 련소재, 염 련소재, 항암 련소재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자두, 콩, 고구마, 백삼, 홍삼 등

으로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항노화 련소재, 염 련소재, 항암 련소재 등

   - 수출 특화 분야 : 자두, 콩, 고구마, 백삼, 홍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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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생강(신선 는 

냉장한 것)
- - -0.99 -1.00 -1.00 수입 특화

로콜리 -1.00 -1.00 -1.00 -1.00 -1.00 수입 특화

메 미 -1.00 -1.00 -1.00 -1.00 -1.00 수입 특화

찰 미 1.00 1.00 1.00 1.00 -0.93 수입 특화

지버섯 -0.43 -1.00 1.00 1.00 -0.58 수입 특화

기타버섯 0.94 1.00 1.00 0.99 0.98 수출 특화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고구마(신선한 것) 1.00 1.00 1.00 1.00 1.00 수출 특화

기타식 0.18 0.12 -0.12 0.11 -0.08 수입 특화

미생물 배양쳬

(각종 유산균)
-0.38 -0.32 -0.24 -0.17 -0.06 수입 특화

양 -0.97 -0.91 -1.00 -0.11 -0.50 수입 특화

쪽 -1.00 -1.00 -1.00 -0.99 -0.98 수입 특화

마늘 -0.78 -0.96 -0.28 0.11 -0.89 수입 특화

생강(신선 는 냉장한 것) - 1.00 -0.99 -0.90 -1.00 수입 특화

참깨 -1.00 -1.00 -1.00 -1.00 -0.97 수입 특화

분말처리한 버섯 -0.98 -0.93 -0.98 -0.88 -0.98 수입 특화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

야 포지션맵 작성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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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

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acid, fatty, composition, acids, fruit, percent,acids, production, process, sugar, lipid, resin, groups, 

oligo,nucleotides, carbohydrates, diagnosis, energy

CR_2

oligonucleotides, Functionalized, linked, applications, immuno, stimulatory, agents,poly,unsaturated, 

linoleic, desaturase, DNA, elongases, immuno, stimulatory, ends, response, patient, oligonucleotide, 

end, immunomers

CR_3
agents, therapeutic, treating, properties, twotreatment, useful, noveldesaturase, desaturases, sequences, 

nucleic, levels

CR_4
ink, larger, utilized, inkjet, lignocellulosic, anhydrosugar, receptors, produces, stereolsom, quinic, 

platelets, oligomer, composite, denotes, electrophoresis, milk, probe, omega, medium, chain

CR_5
lipid, compositions, derivatives, chain, activity, protein, protein, carbohydrate, genechitosan, chitin, 

release, manufacturing

CR_6 Oil, water, amount, material, obtained, MetalMetal, components, organicamide, amine, carboxylic

CR_7

percent, manufacture, glycol, concentration, parts, epoxy, polypeptide, modified, large, nucleoside, 

inhibitors, plantspolyol, polyester, hydroperoxide, unit, alkali, ether, reaction, solvent, preparing, 

layer, substrate, Molecular, polymer

CR_8
group, Formula, carbon, represents, integer, hydrogen, represented, General, R1carbon, alkyl, 

selected

CR_9
polycarbonate, diffusing, conductive, monomeric, curable, dissolution, crystal, substrates, soap, 

glycoside, stream, tobacco, polymerization, carbonate, bonded, removing

CR_10 wt, fat, food, content, component, product, reactioncontent, unsaturated, total

CR_11 derivatives, preparation, disclosed, treatment, pharmaceutical, disorders, salts, functional, receptor

CR_12
liquid, oxidation, amino, greater, coating, Step, base, omega, amount, salt, used, base, portion, 

position, improved

CR_13
groups, same, represents, atom, liquid, pharmaceutical, polyunsaturated, composition, weight, 

containing, method, one, group

CR_14 expression, cancer, equal, Disease, cycloalkyl, nucleotidemoiety, different, structure

CR_15 Step, steps, temperature, solution, resin, ester, material, component, wt, Oil

CR_16 residues, residue, mass, type, lecithin, nutrition, alalkylene, hydrocarbon, linear, represent

CR_17
soy, flour, collagen, bone, stabilized, liposome, polycarbonate, polyethylene, synthetase, 

petmedicament, carbohydrates, DNAS

CR_18 maltitol, Polylactic, epoxidised, PE, moulding, barrier, dicarboxylic, polyvinyl, Citrate, Molten

CR_19 cycloalkyl, Nr, therapeutically, carbons

CR_20
inhibitors, effects, related, topical, oxidative, certain, stabilizer, recording, half, delta, condition, 

Vaccine, cholesterol, electrical, imaging, fiber, extraction, device, film, starch, mole, di,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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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항노화 련 

소재

양 에서 추출한 에틸아세테이트를 이용한 항노화 식품개발 기술

SOD 활성억제와 리포퓨신 생성억제효과가 있는 검정콩  노란콩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효소 처리 후 유산균에 의한 발효로 총 폴리페놀함량이 증가한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DPPH free radical 소거기능이 있는 허 를 이용하여 항노화식품 개발 기술

항노화억제  항상성 유지에 효과가 좋은 만병  추출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천연물에서의 항노화 련 물질의 추출 기술

항노화 련 물질의 스크리닝 기술

염 련 

소재

키틴 는 키토산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단당류인 루코사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비타민과 칼슘 함량이 풍부한 콩을 이용한 두유나 두부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를 이용한 염 식품 개발 기술

면역조 작용  면역억제효과가 있는 동충하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조골세포 증식  ALP 활성을 증가시키는 두충, 곽향, 개다래, 비해, 형개 등의 한약재를 이용

한 음료 개발 기술

염 련 염증  골 세포분화 억제기 구명 연구기술 

염 련 지표들의 측정방법 기술개발 기술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갱년기 장애에 활성을 갖는 석류를 이용한 음료개발 기술

장 항산화 상태  DNA 손상에 해 효과가 있는 종실류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폐경 후 골다공증 방을 한 우유칼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안면홍조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콩분말을 이용한 제품개발 기술

갱년기  폐경기 골격질환에 미치는 식습  조  련된 기술 

갱년기  폐경기 심 질환 발병 억제 기술

과실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는 토마토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항상화  항암 

련 소재

항암 효과가 있는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항산화 효소계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지연 효과가 있는 녹차씨껍질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HCT116 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콩다닥냉이의 잎  뿌리를 이용한 음료 개발 기술

표고버섯분말을 이용한 항암 식품 개발 기술

항산화 련 지질과산화 억제 기술

항암작용 물질의 세포증식억제 효능 측정 기술

항암물질의 작용기 과  구조 규명 기술

염증 억제물질  활성 해 작용을 하는 녹두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항비만  

사성질환 

련 소재

체내 지질 사개선에 효과 인 스테비아 잎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칼로리가 낮고 비만억제  지질 하 효과가 있는 토란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비만지표의 표 화 로토콜 개발  측정/분석 기술 개발 기술

사성질환 험인자 측정  생활습  질환 개선 기술

항지방화  항비만활성을 갖는 박과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사성장애에 좋은 강화약쑥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 기술

용매로 진생베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분말식품개발 기술

피부 련 소재

항산화  미백효과가 있는 짝자래 나무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피부질환 개선 효능 물질의 개발  치료효과 기술

UV 보호  미백효과가 있는 동해 오징어 껍질에서 유래된 콜라겐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피부노화방지 기능을 가진 함  ethylacetate 추출 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주름개선과 미백효과가 있는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미백작용을 하는 복분자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고부가식품

- 443 -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항노화 
련 소재

양 에서 추출한 에틸아세테이트를 이용한 항노화 식품개발 기술

SOD 활성억제와 리포퓨신 생성억제효과가 있는 검정콩  노란콩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효소 처리 후 유산균에 의한 발효로 총 폴리페놀함량이 증가한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
발 기술

DPPH free radical 소거기능이 있는 허 를 이용하여 항노화식품 개발 기술

항노화억제  항상성 유지에 효과가 좋은 만병  추출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천연물에서의 항노화 련 물질 추출 기술 30% 44%

항노화 련 물질의 스크리닝 기술  

염 
련 소재

키틴 는 키토산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단당류인 루코사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10% 11%

비타민과 칼슘 함량이 풍부한 콩을 이용한 두유나 두부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를 이용한 염 식품 개발 기술  

면역조 작용  면역억제효과가 있는 동충하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조골세포 증식  ALP 활성을 증가시키는 두충, 곽향, 개다래, 비해, 형개 등의 한약재를 
이용한 음료 개발 기술

 

염 련 염증  골 세포분화 억제기 구명 연구기술  

염 련 지표들의 측정방법 기술개발 기술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갱년기 장애에 활성을 갖는 석류를 이용한 음료개발 기술 10% 11%

장 항산화 상태  DNA 손상에 해 효과가 있는 종실류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폐경 후 골다공증 방을 한 우유칼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안면홍조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콩분말을 이용한 제품개발 기술  

갱년기  폐경기 골격질환에 미치는 식습  조  련된 기술  

갱년기  폐경기 심 질환 발병 억제 기술  

과실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는 토마토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항상화  
항암 련 

소재

항암 효과가 있는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10% 10% 11%

항산화 효소계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지연 효과가 있는 녹차씨껍질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HCT116 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콩다닥냉이의 잎  뿌리를 이용한 음료 개발 기술 10% 11%

표고버섯분말을 이용한 항암 식품 개발 기술 10% 11%

항산화 련 지질과산화 억제 기술 10% 11%

항암작용 물질의 세포증식억제 효능 측정 기술 10% 11%

항암물질의 작용기 과  구조 규명 기술  

염증 억제물질  활성 해 작용을 하는 녹두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10%  

항비만  
사성질환 
련 소재

체내 지질 사개선에 효과 인 스테비아 잎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10% 11% 

칼로리가 낮고 비만억제  지질 하 효과가 있는 토란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11% 

비만지표의 표 화 로토콜 개발  측정/분석 기술 개발 기술 10% 11% 

사성질환 험인자 측정  생활습  질환 개선 기술  

항지방화  항비만활성을 갖는 박과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10% 11%

사성장애에 좋은 강화약쑥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 기술

용매로 진생베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분말식품개발 기술

피부 련 
소재

항산화  미백효과가 있는 짝자래 나무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피부질환 개선 효능 물질의 개발  치료효과 기술

UV 보호  미백효과가 있는 동해 오징어 껍질에서 유래된 콜라겐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피부노화방지 기능을 가진 함  ethylacetate 추출 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주름개선과 미백효과가 있는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미백작용을 하는 복분자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

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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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천연물에서의 항노화 련 물질 추출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0%가 보유하고 있으며, 50%의 기업이 소기업

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항암 효과가 있는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항암작용 물질의 

세포증식억제 효능 측정 기술’등 약 10개 기술에 해 보유 기술(10%), 소기업

형 기술(11%)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공백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염 소재 련 결 화 기술

   ∙ 염 소재 련 코딩기술

   ∙ 항염증 작용작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 항암 효과를 극 화시킨 국산 농산물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한의약품, 포도주, 포도즙, 발효주, 복부비만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천연식품첨가제, 식품원료, 

키토산, 콘드로이친황산, 클로 라, 숙취해소제, 다이어트음료, 미생물 배양배치, 효모균

해외 기업

국내 기업
기업 LG생명과학

소기업 국순당, 드림 마, 구주제약, 성원에드콜, 하원제약, 바이오랜드, 빅솔

 ○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

면, 모든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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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항노화 련 소재

양 의 항노화 련물질 추출  분리기술

SOD 활성억제와 리포퓨신 생성억제효과가 있는 식품개발 기술 특

효소 처리후 유산균에 의한 발효로 총 폴리페놀함량이 증가한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항노화  항상성 유지에 효과가 좋은 허  추출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천연물에서의 항노화 련 물질의 추출 기술 특

항노화 련 물질의 스크리닝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주요품목 생산 및 판매 유형1) 조사 비중] [공급망 내 위치2) 관련 조사 비중]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

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조사된 소기업들은 건강식품 단 의 완제품을 견기업에 납품 하는 구조인 것

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건강기능식품 련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건강식품제조, 미생물제조와 한의약품 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농림수산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생산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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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염 련 소재

키틴 는 키토산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단당류인 루코사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비타민과 칼슘 함량이 풍부한 콩을 이용한 두유나 두부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를 이용한 염 식품 개발 기술 특

면역조 작용  면역억제효과가 있는 동충하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조골세포 증식  ALP 활성을 증가시키는 두충, 곽향, 개다래, 비해, 형개 등의 한약재를 이

용한 음료 개발 기술
특

염 련 염증  골세포 분화 억제기  규명연구기술 특

갱년기 는 폐경기 

련 소재

석류를 이용한 갱년기 장애에 활성을 갖는 음료개발 기술 특

장 항산화 상태  DNA 손상에 해 효과가 있는 종실류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폐경후 골다공증 방을 한 우유칼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안면홍조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콩분말을 이용한 제품개발 기술 특

갱년기  폐경기 골격질환에 미치는 식습  조  련된 기술 특

갱년기  폐경기 심 질환 발병 억제 기술 특

토마토를 이용한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는 식품개발 기술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개발 기술

항산화  항암 

련 소재

항산화 효소계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지연 효과가 있는 녹차씨껍질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HCT116 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콩다닥냉이의 잎  뿌리를 이용한 음료 개발 기술 특

표고버섯분말을 이용한 항암 식품 개발 기술 특

항산화 련 지질과산화 억제 기술

항암작용 물질의 세포증식억제 효능 측정 기술 특

항암물질의 작용기 과 구조 규명 기술 특

녹두를 이용한 염증 억제물질  활성 해 작용을 하는 식품개발 기술 특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체내 지질 사개선에 효과 인 허 를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칼로리가 낮고 비만억제  지질 하 효과가 있는 토란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비만지표의 표 화 로토콜 개발  측정/분석기술 개발기술 특

사성질환 험인자 측정  생활습  질환 개선 기술 특

체지방감소  항비만 활성을 갖는 박과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사성장애에 좋은 강화약쑥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 기술 특

진생베리 추출물을 이용한 분말식품개발 기술 특

피부 련 소재

항산화  미백효과가 있는 짝자래나무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특

피부질환 개선 효능 물질의 개발  치료효과 기술 특

오징어 껍질에서 유래된 콜라겐을 이용한 UV 보호  미백효과가 있는 식품 개발 기술 특

피부노화방지 기능을 가진 함  ethylacetate 추출 분말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주름개선과 미백효과가 있는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특

복분자를 이용한 피부미백작용을 하는 식품 개발기술 특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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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만성질환 타겟으로 항노화/항산화, 염, 갱년기, 항비만  사성질환  피

부질환 련하여 다양한 소재  식품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시장성이 높

음. 요소기술명이 부분 구체 인 기술, 성분, 작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참여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기술은 그 로 진행, 참여 범 가 넓지 않은 부분

은 상  벨로 조정하여 요소기술명 정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항노화 련 소재

효소 처리 후 유산균에 의한 발효로 총 폴리페놀함량이 증가한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천연물에서의 항노화 련 물질의 추출 기술

염 련 소재 염 련염증  골세포분화 억제기  규명연구기술 

항산화  항암 련 

소재

항산화 련 지질과산화 억제 기술

항암작용 물질의 세포증식억제 효능 측정 기술

항암물질의 작용기 과 구조 규명 기술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비만지표의 표 화 로토콜 개발  측정/분석 기술 개발 기술

피부 련 소재 피부질환 개선 효능 물질의 개발  치료효과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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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항노화 

련소재

효소 처리후  유산균에 의한 

발효로 총 폴리페놀함량이 

증가한 흑마늘을 이용한 

식품개발 기술

항노화 기능성 

물질 함유량 

증진기술 

유용 성분 

변환기술/효능

검증

시제품 생산
기능성 성분 

증진

천연물에서의 항노화 련 

물질의 추출 기술

항노화 기능성 

물질 추출 기술 

향상

신소재 

추출기술/효능 

검증

제형 

안정성/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염 

련소재

염 련 염증  

골세포분화 억제기 규명 

연구기술 

염 억제 

련 물질 규명

유용성 

검증/안정성 

검증

소재 제형화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항산화 련 지질과 산화 

억제 기술

염 련 

산화억제 소재 

개발

유용성 

검증/안정성 

검증

소재 제형화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항산화  

항암 

련소재

항암작용 물질의 

세포증식억제 효능 측정 

기술

항암 기능성 

물질 유용성 

평가기

항암 소재 

유용성/안정성 

기

신소재 품질 

평가 기  확립

항암물질의 작용기 과 구조 

규명 기술

항암기능성 

물질 제품화

유용성 

검증/안정성 

검증

소재 제형화/제형 

안정성
소재 제형화

항비만  

사성 

질환 련 

소재

비만지표의  표 화 

로토콜 개발  측정/분석 

기술 개발 기술

항비만 소재의 

체내 메커니즘 

이해

항비만 소재 

유용성/안정성 

기

건강기능성소재 

품질 평가 기  

확립

피부 련 

소재

피부질환 개선 효능 물질의 

개발  치료효과 기술
식품응용기술

동물시험

기능성평가
인체 용시험

기 규격설정 

 

개별인정허가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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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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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1. 개요

가. 정의 

 ○ 원료(소재)

   - 미생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기   규격(Ⅱ.2.5 발효미

생물류)에 합

   - 미생물을 이용한 소재로 식품의약품안 청으로부터 안 성과 기능성을 입증 받

아 개별인정형 원료로 등재된 것

   - 미생물을 이용한 소재로 인체 건강에 도움을  수 있는 미생물 자체 는 미생

물에 의한 사산물로 안 성과 기능성 입증을 통해 개별인정 획득 가능한 소재 

개발을 포함함

 ○ 제품

   - 건강기능식품의 고시형 는 개별인정 원료로 인정된 발효 미생물 원료(소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기 에 합하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나. 범

 ○ (제품 분류 ) 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은 재 기   규격이 정해진  건강

기능식품공 의 Ⅱ.2.5 발효미생물류로 분류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Ⅱ.2.5.1 로

바이오틱스와 Ⅱ.2.5.2 홍국)과 개별 사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개별인정

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원료와 제품 모두 해당됨.

    

 ○ 고시형 제품  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는 다음의 미생물 는 이를 혼합한 균

과 균 는 배양체를 배양시키기 한 배지  보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원료의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은 생균을 100,000,000CFU/g 이상을 함유하고 있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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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이오틱스 분류 균 종   류

Lactobacillus
L.acidophilus, L.casei, L.gasseri, L.delbrueckii ssp. bulgaricus, L.helveticus, 
L.fermentum, L.paracasei, L.plantarum, L.reuteri, L.rhamnosus, L.salivarius

Lactococcus Lc. lactis

Enterococcus E.faecium, E.faecalis

Streptococcus S.thermophilus

Bifidobacterium B.bifidum, B.breve, B.longum, B.animalis spp. lactis

 ○ 홍국의 경우는 원재료로 과 홍국균(Monascus anka, Monascus purpures, Mona- 

scus pilosus, Monascus ruber)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 방법은 ( 을 제외)에 

홍국균을 종하여 고체 발효시킨 후 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 기능성분의 함량

은 총 모나콜린 K를 0.5mg/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활성형 모나콜린 K가 확

인되어야 함. 한 제한 성분인 시트리닌의 함량은 0.05mg/kg 이하이어야 함.

 ○ 차별화  기존 제품과의 경쟁력을 해서는 개별인정형 원료 소재의 개발이 갈

수록 요시 되고 있음. 이를 해 미생물소재 건강기능식품의 범 에 발효 미생

물을 이용한 소재로 인체 건강에 도움을  수 있는 미생물 자체 는 미생물에 

의한 사산물로 안 성과 기능성 입증을 통해 개별인정 획득 가능한 소재 개발

을 포함함.

 ○ (공 망 ) 미생물소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건강지

향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는 개별인정형의 원료  소재, 가공기술과 

공정기술을 포함함.

2. 기술(특허) 분석25)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미생물소재 건강기능 식품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4,479건 체에 한 각 국가

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58.9%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

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 6.5%로 출원활동이 매년 비슷한 수

으로 이 지고 있음.

25)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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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 (조건을 측정하거나, 검출수단을 갖춘 

측정 는 시험장치, .콜로니계수기)
450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그들의 일반  보존) 359

C12N-009 효소, ·리가아제(6.)；효소 선구체；그 조성물(치약용 효소의 조제) 353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 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터, . 라스미

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그것을 한 숙주의 이용(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으로 만든 미생물 1/00, 5/00, 7/00; 새로운 식물)

305

C12N-001
미생물, . 원생동물；그 조성물(원생동물, 박테리아 는 바이러스 기원의 물질을 포

함한 의약품 제재)
271

C12P-021 펩티드 는 단백질의 제조(단세포 균체단백질 233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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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의 비삼극특허는 일본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유럽은 상 으로 삼극특허 출원률이 높은 것으로 악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Ajinomoto  

Co., Inc.
6 18

KYOWA  

HAKKO 

KOGYO

13 13
SHINYAKU 

CO.LTD
12 0

2
DSM IP 

Assets B.V.
8 13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7 18
PATENTBURE

AU CO LTD
0 9

3

GENENCOR 

INTERNATI

ONAL, 

12 5
Ajinomoto Co., 

Inc.
6 19

KANEKA 

CORPORATIO

N

6 0

4

KAO 

CORPORATI

ON

1 15

Pharmacia & 

Upjohn  

Company

0 22 NAGAOKA 5 0

5 Nestec S.A. 6 8

GENENCOR 

INTERNATION

AL, INC.

19 3

ASAHI 

BREWERIES, 

LTD.

5 0

(2) 국내동향

 ○ 미생물소재 건강 기능 식품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49건

이후 감소추세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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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그들의 일반  보존 104

C12N-001
미생물, .원생동물；그 조성물(원생동물, 박테리아 는 바이러스 기원의 물질을 

포함한 의약품 제재
66

A23L-002 비알코올성 음료; 그것을 한 건조 조성물 는 농축물; 그것들의 조제 20

C12P-019 당류래디컬를 함유하는 화합물의 제조  8

C12G-003 그 밖의 알코올 음료의 제조 6

C07K-016
면역 로불린(Immunoglobulins), . 모노클로날(monoclonal) 는 폴리클로날 

항체(polyclonal antibodies)
6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의 출원 활동이 가장 조하며 학/연구기

은 남 학교산학 력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각각 4건, 소기업에서는 (주)

로바이오닉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남 학교 

산학 력단
4

(주) 로 

바이오닉
6

(주)풀무원 

홀딩스
1

2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4

(주)한국 비스 

알엔디
5

상에 앤에  

(주)
1

3
충남 학교 

산학 력단
3 (주) 이비피 4

(주)  

엘지생명과학
1

4
충주 학교 

산학 력단
3

(주)씨티씨 

바이오
3

5
동국 학교 

산학 력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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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미생물소재 건강기능식품의 구성요소  듀오락유산균의 세계 기술경쟁력은 135.14

로 구성요소  상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계 비 한국 기

술경쟁력 한 0.13로 나타나 상 인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  비피더스균, 유산균은  세계 비 기술활동도가 모두 1.0 이상으로 

상 으로 기술활동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세계 비 한국 기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지수 기술경쟁력 기술활동도

듀오락 유산균 1.32 135.14 0.95 1.59 0.129 0.950 

비피더스균 0.61 21.86 0.98 - - 1.122 

유산균 1.01 111.30 1.08 0.58 0.031 1.02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2) 기술진입도분석

 ○ 일정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에 한 기술확보지수는 비피더스균이 1.34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주체의 기술확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단되어 신규 기업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미생물소재 건강 기능 식품 분야의 기술독 지수를 살펴보면 비피더스균이 493

으로 분석되어 동 략제품의 구성요소  기술 독  수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듀오락유산균 1,680 0.93 299.88  

비피더스균 852 1.34 493.83 

유산균 2,021 1.04 137.19 

체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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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듀오락 유산균 0.13 0.95 0.93 299.88  

비피더스균 - 1.12 1.34 493.83 

유산균 0.03 1.02 1.04 137.19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듀오락유산

균과 유산균이 각각 3.54, 3.52로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의 경우 듀오락유산균이 3.6 으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의 경우 기술경쟁력지수가 2.2 , 2.8 으로 듀오락유산

균 비 련 인 라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단됨

    - 기술진입도의 경우 듀오락유산균과 유산균이 각각 3.5 , 4 으로 진입 용이성

이 좋은 것으로 단되며, 비피더스균의 경우는 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듀오락유산균 4 3 3.6 4 3 3.5 3.54

비피더스균 1 4 2.2 1 2 1.5 1.78

유산균 2 4 2.8 4 4 4 3.5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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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로바이오틱스 제품

□ 차별화된 기능성 요구 

 → 시장 니즈 1 :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 기능성 확보 필요

 ○ 재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로바이오틱스 제품과 가장 경쟁하는 부분은 일반 식

품 유형의 농축 발효유 제품이며, 유통이나 맛, 가격 경쟁력에서 매우 뒤지고 있음.

 ○ 소비자는 일반식품 유형의 농축 발효유나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을 장 건강, 배변활동 원활로 인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건강기능

식품과 일반식품을 별도로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먹

고, 구입하기 편리한 일반식품 유형의 농축발효유를 선택하고 있으나, 기능성을 

나타내는 함량에 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임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을 입증 받아 고,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

에 일반식품 유형의 농축 발효유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기능성을 갖

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하고 이를 동물시험과 인체 용시험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

하여 개별인정 기능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 재 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새로운 기능성으로 면역증진, 항비만, 콜 스테롤 

개선 등의 연구들이 국내외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로바이오틱스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장건강, 배변활동 원활 등의 기능성외에 추가 으로 다이어트

나 면역증진과 같은 기능성을 갖게 된다면 일반식품 유형의 농축발효유와 차별화

가 되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함.

 

□ 안정성 요구   

 → 시장 니즈 2 : 제품의 안정  유통 기간(2년 이상)  섭취 시 안정성 요구

 ○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유통기한은 유통 특성상 부분 2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갖

고 있으며, 로바이오틱스의 경우도 2년 정도의 유통 기한을 요구하고 있음.

 ○ 로바이오틱스 원료의 기능성분 함량이 생균을 100,000,000CFU/g 이상을 함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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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고려 시 기 원료의 경우 통상 10,000,000,000CFU/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 유통기한 2년 동안 100,000,000CFU/g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는 품질이 보장되어야 함. 한 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생균으로써 기능성

을 발휘하고자 할 경우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유통기한

을 유지하고, 장에서의 기능성을 나타내기 해서는 내산성이 강한 균주 개발이나 

코  기술이 요구됨

(2)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 미생물 활용 신규 기능성 소재 개발

 → 시장 니즈 3 : 미생물 활용 개별인정형 신규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필요

 ○ 로바이틱스 시장은 시장 규모가 크고, 제품화가 용이하나 이미 기존의 기업

이 일반식품 유형의 농축발효유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간에도 경쟁이 치

열한 상황임

 ○ 최근 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을 획득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기업의 경우 

개별인정을 통한 차별화된 신규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재 매 유통을 갖고 있

는 기업과 력하여 제품화하고 원료로 매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단함.

 ○ 재 동충하  발효 추출물, 흑효모 배양액 분말, 발효생성 아미노산복합물, 나토

배양물, 히알루론산 나트륨 등 다양한 소재, 다양한 기능성으로 개별인정을 획득

한 사례가 있으며, 발효홍삼 연구, 발효 한방 연구, 효소 제품 등 최근 발효 미생

물을 이용한 연구가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안 성을 증  시킬 수 있다는 

장 을 살려서 새로운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로 확 되고 있음.

□ 산학연 력 연구 

 → 시장 니즈 4 :  산학연 력 연구를 통한 유망 기능성 소재 개발 필요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기 해서는 동물시험과 인체 용시험을 통한 

과학 , 객  자료가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유망 기능성(피로회

복, 다이어트, 면역증진, 간기능 개선, 골  개선, 행개선, 메타볼릭신드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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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과 련된 소재 개발이 필요하며, 임상연구 등 기존 인 라를 활용한 산학

연 력 연구를 통한 공동 연구 진행이 필요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듀오락유산균,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의 상  시장인 발효제품 내 유기산 시장 보

고서를 살펴보면 2010년 약 31억달러에서 2014년 약 43억달러로 연평균(CAGR) 

8.8% 성장할 것으로 상됨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World Markets for Fermentation Ingredients

[발효 제품 시장 망]

 ○ 세계 으로 건강에 한 심도가 증가하고 유산균 효능에 한 인지도가 확산되

면서 매년 수요가 증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인 발효유시장의 경우 고 기능성 유

산균음료와 가의 요구르트에 한 소비자 기 치가 높아지고 있어 유산균시

장의 새로운 환 을 맞이할 것으로 상됨.

 

 ○ 국내 듀오락유산균 련 업체의 경우 덴마크 시장에서 59%의 시장 유율을 기

록하 고 최근 일본,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확

한 것으로 악됨

 ○ 한, 최근 염  궤양치료에 심이 증하여 비피더스균을 이용한 제품 생

산이 활발히 이 지고 있으며 장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입증되어 비피더스균이 

사용된 요구르트와 유아식품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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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듀오락 

유산균

미생물배양체 5.52 7.04 9.29 10.37 13.56 12.32 13.77 15.09 14.65 15.17

기타조제식료품 70.63 78.57 88.28 103.28 198.41 210.18 233.96 252.18 301.30 375.41

(단 : Mil$) 

(2) 무역 황 분석

□ 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1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듀오락 유산균
미생물배양체 3002.90-4000

기타조제식료품 2106.90-9099

비피더스균

미생물배양체 3002.90-4000

요구르트(액상) 0403.10-1000

요구르트(냉동) 0403.10-2000

유산균

요구르트(액상) 0403.10-1000

요구르트(냉동) 0403.10-2000

견과류,낙화생 기타씨류의  조제식품 2008.19-9000

모짜 라치즈 0406.10-1010

크림치즈 0406.10-1020

체더치즈 0406.90-1000

[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 크림치즈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수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

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듀오락유산균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198.4Mil$), 

수입(375.4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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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비피 

더스균

미생물배양체 5.52 7.04 9.29 10.37 13.56 12.32 13.77 15.09 14.65 15.17

요구르트(액상) 3.52 2.44 1.81 2.65 2.15 - 0.02 0.01 - -

요구르트(냉동) 2.85 3.10 2.88 2.86 3.01 0.22 0.01 0.01 - -0.00

유산균

요구르트(액상) 3.52 2.44 1.81 2.65 2.15 - 0.02 0.01 - -

요구르트(냉동) 2.85 3.10 2.88 2.86 3.01 0.22 0.01 0.01 - -

견과류,낙화생 

기타씨류의  

조제식품

1.17 1.10 1.42 1.71 2.15 25.10 27.49 28.17 24.21 30.21

모짜 라치즈 - - 0.15 0.08 0.06 - - 90.60 69.27 103.12

체더치즈 - - 0.08 - - - - 39.50 29.16 45.42

 ○ 항미생물 배양체, 모짜 라치즈, 견과류, 크림치즈, 체더치즈 등이 지속 으로 수

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비피더스균, 요구르트

(액상  냉동) 등으로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미생물 배양체, 모짜 라치즈, 견과류, 체더치즈 등

   - 수출 특화 분야 : 비피더스균, 요구르트(액상  냉동)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듀오락 

유산균

미생물배양체 -0.38 -0.32 -0.24 -0.17 -0.06 수입특화 완화

기타조제식료품 -0.50 -0.50 -0.48 -0.49 -0.31 수입특화 완화

비피더스균

미생물배양체 -0.38 -0.32 -0.24 -0.17 -0.06 수입특화 완화

요구르트(액상) 1.00 0.98 0.98 1.00 1.00 수출특화

요구르트(냉동) 0.85 1.00 1.00 1.00 1.00 수출 화

유산균

요구르트(액상) 1.00 0.98 0.98 1.00 1.00 수출특화

요구르트(냉동) 0.85 1.00 1.00 1.00 1.00 수출특화

견과류, 낙화생 

기타씨류의 조제식품
-0.91 -0.92 -0.90 -0.87 -0.87 수입특화

모짜 라치즈 - - -1.00 -1.00 -1.00 수입특화

체더치즈 - - -1.00 -1.00 -1.00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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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animal, feed, food, solid, separated, sugar, liquid, ingredient

CR_2
compounds, inhibitors, agents, Disease, compound, Formula, Kinase, compound, type, diseases, Kinase, 
therapy, diabetes, multiple, autoimmune

CR_3
producing, process, relates, cell, cell, used, protein, smilk, level, source, subject, weight, consisting, starch, 
yeast, ethanol, yield, biomass, followed, corn, fraction, media, Strains

CR_4
substance, glucose, large, oxidase, polymer, carbohydrate, polynucleotide, position, linking, aryl, nucleoside, 
portion, vitamin, Metal, RNA, Functionalized, replication, polymerase, prior, eukaryotic, bacterio, phageamido, 
deamidate, Chryseo, bacterium, Actinomycetes, property

CR_5
peptide, capable, substrate, Substituted, hydrogen, unsubstituted, chain, hydrolase, inactivated, collecting, SB, 
Dreceptor, receptors, detect, transport, toxin, prevent, antioxidant, oxygen, wall, probes, moiety, inhibits, 
replication, phosphatase, topoisomerase

CR_6 composition, extract, fermentation, Bacillus, peptide, nucleicplant, bacterial, preparation, skin, water

CR_7
sample, proteolytic, reporter, drug, substance, factor, pathway, phytase, position, reaction, contain, membrane, 
making, residues

CR_8 substrate, surface, include, agentskin, collagen, application, milk, reaction

CR_9
protein, enzyme, acid, compositions, C2GnT3structure, inhibit, biological, Synthesis, DES, stearoyl, appears, 
Mycobacteria, induces, fact, Survival, share, named, mycobacterium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 

포지션맵 작성 

[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 포지션맵]

 ○ 미생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

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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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0
Strains, tract, infections, probiotic, utilization, carrier, selective, sample, sensor, compositions, treatment, 
compounds, composition, target, Disease, derivatives

CR_11
acid, methods, method, gene, DNA, sequence, recombinant, cells, active, producing, gene, encoding, activity, 
comprising

CR_12
dipeptide, racemase, measured, aminopeptidase, optimum, subunit, lignin, glycosyl, transferase, mammalian, 
isoforms, cellulases, xylanases, Candida, carboxyl, Astaxan, thin, fibrous, synthetases, NADHpolypeptide, 
genus, derived

CR_13 cells, expression, disclosed, active, well, enzymes, system

CR_14
target, specific, binding, complex, structure, modified, nucleotide, medium, plant, schizophrenia, ad, 
intermediates, prophylactic, class, r4

CR_15 nucleotide, coli, expressing, expressed, microorganisms, culture, transform, ant, bacterium, ability, contains

CR_16
nucleic, acids, anti, anti, antibodies, Lactobacillus, poly, peptides, phytase, incorporating, possess, supplement, 
Fusarium, organism, transcription, APP, forming, lipid, Substituted, anti, bioticpoly, nucleotide, industrial, 
mutant, secreted, coenzyme, species

CR_17
system, presence, enzymatic, vectors, derivatives, detecting, providing, discloses, UDP, glyco, proteins, UDP, 
variation, defining, transfected, exhibiting, enzy, matically, glyco, proteins, glyco, peptides, previously, 
saccharides, distinct, enzymically, patient

CR_18 microorganisms, genes, synthase, antibody

CR_19 C2GnT3, stimulators, ß1, stimulate, galactose, α4Gal, C2, beta, soy, Memapsin, ethanol, component, hyaluronic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듀오락유산균

노화억제와 심 계질환과 련된 양 에 듀오락유산균을 첨가한 양 음료 개발 기술

산에 한 내산성과 상온 안정성을 높이기 해 1차 단백질로 코 한 후 2차 다당류로 

이  코 한 듀오락유산균을 이용한 제품 개발 기술

옥수수 분에 듀오락균을 첨가하여 장기능 활성식품 개발 기술

유산균의 이 코 기술  인체 장내 달 기술

지질 사  간 기능에 향을 주는 뉴클 오타이드에 듀오락 유산균을 첨가한 식품개발 기술

섬유질에 듀오락유산균의 첨가하여 분말형 식품개발 기술

비피더스균

유산균 발효유 내 함유된 비피더스 균을 활용한 항 알 르기 식품개발 기술

장내 소화액  산소에 강한 활성을 가진 비피더스균을 활용하여 정장식품 개발 기술

비피듀스균의 증식 기술 개발  장균, 이질균, 티푸스균 등 번식 억제 효과 검증기술 개

발 기술

장내 유산균  항콜 스테롤 기능을 가진 비피더스균 개발 기술

면역력 증강  장내 유해균에 강한 로바이오틱스 개발 기술

장내효소 활성을 증강시키는 고구마에 비피더스균을 첨가한 음료 개발 기술

유산균

유산균 발효에 의한 톳(Hizikia fusiforme) 추출액의 항산화  항염증 활성 증가시키는 제품 

개발 기술

탈지분유에 마늘 분말을 혼합하여 유산균의 혼합균주를 종하여 요구르트 제조기술

유산균의 생리활성 기능 탐색 기술

발효식품에서 유산균 생산 기술

두 처리 공정  식물 유래 유산균 혼합 배양에 의한 기능성 유산균 음료 생산기술 개발 기술

장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성식품제조 기술

키토올리고당을 첨가하여 유산균수를 증가시킨 제품 개발 기술

유산균을 종한 콩을 이용한 장기능 활성식품 개발 기술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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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듀오락

유산균

노화억제와 심 계질환과 련된 양 에 듀오락유산균을 첨가한 양 음

료 개발 기술
10% 7%

산에 한 내산성과 상온 안정성을 높이기 해 1차 단백질로 코 한 

후 2차 다당류로 이  코 한 듀오락유산균을 이용한 제품 개발 기술
10% 7%

옥수수 분에 듀오락균을 첨가하여 장기능 활성식품 개발 기술 10% 7%

유산균의 이 코 기술  인체 장내 달 기술 20% 13%

지질 사  간 기능에 향을 주는 뉴클 오타이드에 듀오락 유산균을 

첨가한 식품개발 기술
20% 13%

섬유질에 듀오락유산균의 첨가하여 분말형 식품개발 기술 10% 10% 7%

비피더스균

유산균 발효유 내 함유된 비피더스 균을 활용한 항 알 르기 식품개발 기술 20% 13%

장내 소화액  산소에 강한  활성을 가진 비피더스균을 활용하여 정장식

품 개발 기술
10% 7%

비피듀스균의 증식 기술 개발   장균, 이질균, 티푸스균 등 번식 억제 

효과 검증기술 개발 기술
20% 13%

장내 유산균  항콜 스테롤 기능을 가진 비피더스균 개발 기술 20% 13%

면역력 증강  장내 유해균에 강한 로바이오틱스 개발 기술 20% 13%

장내효소 활성을 증강시키는 고구마에 비피더스균을 첨가한 음료 개발 기술

유산균

유산균 발효에 의한 톳(Hizikia fusiforme) 추출액의 항산화  항염증 활

성 증가시키는 제품 개발 기술

탈지분유에 마늘 분말을 혼합하여 유산균의 혼합균주를 종하여 요구르

트 제조기술

유산균의 생리활성 기능 탐색 기술 10% 7%

발효식품에서 유산균 생산 기술 40% 27%

두 처리 공정  식물유래 유산균 혼합 배양에 의한 기능성 유산균 

음료 생산기술 개발 기술

장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제조 기술 20% 13%

키토올리고당을 첨가하여 유산균수를 증가시킨 제품 개발 기술

유산균을 종한 콩을 이용한 장기능 활성식품 개발 기술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6기업의 결과 임.

 ○ 미생물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효식품에서 유산균 생산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40%가 보유하고 있으며, 27%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유산균의 이 코 기술  인체  장내 달 기술’, ‘비피듀스균의 증식 기술 

개발  장균, 이질균, 티푸스균 등 번식 억제 효과 검증기술 개발 기술’등이 보

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13%)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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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공백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유산균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제조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미생물소재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고추장, 된장, 간장, 당귀, 건피, 건율, 발모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식 음료, 조미식품, 비타

민 보충용 제품, 스테미아, 카랄, 김장아 , 더덕장아 , 키토산유산균, 식품첨가물, 김치유산

균, 산야 , 청국장, 호소류, 연구용시약, 장, 된장

해외 기업

국내 기업

기업 풀무원, 아모 , 하이리빙, CJ

소기업
청산들, 림, 화진, 푸드머스, 지알엘푸드, 엠에스씨, 조흥, 서울향료, 웰바이오텍, 세우, 별미

식품사, 삼보식품

 ○ 미생물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의 소기

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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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들은 완제품 혹은 당귀, 건피 수 의 제품을 기업류 업체로에 

납품 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견기업, 기업 등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원재료라고 응답한 기업이 15%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미생물소재 건강기능식품 분야

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원재료를 구매한 후 가공  생산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비피더스균

유산균 발효유 내 함유된 비피더스 균을 활용한 항 알 르기 식품개발 기술 특

장내 소화액  산소에 강한 활성을 가진 비피더스균을 활용한 정장식품 개발 기술 특

비피듀스균의 증식 기술 개발  장균, 이질균, 티푸스균 등 번식 억제 효과 검

증기술 개발 기술
특

장내 유산균  항콜 스테롤 기능을 가진 비피더스균 개발 기술 특

면역력 증강  장내 유해균에 강한 로바이오틱스 개발 기술 특

장내효소 활성을 증강시키는 고구마에 비피더스균을 첨가한 음료 개발 기술 특

유산균

유산균 발효에 의한 톳(Hizikia fusiforme) 추출액의 항산화  항염증 활성 증가시

키는 제품 개발  기술
특

탈지분유에 마늘 분말을 혼합하여 유산균의 혼합균주를 종하여 요구르트 제조기술 특

유산균의 생리활성 기능 탐색 기술 특

발효식품에서 유산균 생산 기술 특

두 처리 공정  식물유래 유산균 혼합 배양에 의한 기능성 유산균 음료 생산

기술 개발 기술
특

장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제조 기술 특

키토올리고당을 첨가하여 유산균수를 증가시킨 제품 개발 기술 특

유산균을 종한 콩을 이용한 장기능 활성식품 개발 기술 특

유산균 장내 달기술 특

기타 

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비피더스균을 제외한 로바이오틱스 활용 제품개발기술

기타 로바이오틱스 안정화 기술  인체 달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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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유산균 시장은 이미 크게 형성되어 있고 고객들의 니즈도 높으며 유산균을 활용

한 다양한 식품개발도 가능함. 유산균을 비롯한 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

능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성도 높으며, 

균주자체를 활용하거나 사산물 활용, 특정물질 추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

이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한 구체 인 기술 방향 제시 가능한 요소기술명으로 정

비. 요소기술명이 부분 구체 인 기술, 성분, 작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참여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기술은 그 로 진행, 참여 범 가 넓지 않은 부분

은 상  벨로 조정하여 요소기술명 정비하 으며, 미생물 소재의 안정화에 해

당되는 기술이 특정 기업 기술명으로 표기된 것 등은 범용 기술 벨로 재조정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비피더스균

유산균 발효유 내 함유된 비피더스 균을 활용한 항 알 르기 식품개발 기술

면역력 증강  장내 유해균에 강한 로바이오틱스 개발 기술

유산균

유산균 발효에 의한 톳(Hizikia fusiforme) 추출액의 항산화  항염증 활성 증가시키는 제품 

개발 기술

유산균을 종한 콩을 이용한 장기능 활성식품 개발 기술

유산균 장내 달기술

기타 

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비피더스균을 제외한 로바이오틱스 활용 제품개발기술

기타 로바이오틱스 안정화 기술  인체 달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468 -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피더스균

유산균 발효유 내 함유된 

비피더스 균을 활용한 항 

알 르기 식품개발 기술

항알 르기기

눙성(특허)균주

보유

동물시험

기능성평가
인체 용시험

기 규격

설정 

개별인정허가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면역력 증강  장내 

유해균에 강한 

로바이오틱스 개발 기술

면역증강기능

성(특허)균주보

유

동물시험

기능성평가
인체 용시험

기 규격

설정 

개별인정허가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유산균

유산균 발효에 의한 톳 

(Hizikia fusiforme) 추출액의 

항산화  항염증 활성 

증가시키는 제품 개발 기술

톳 추출  

배양기술

동물시험

기능성평가
인체 용시험

기 규격

설정 

개별인정허가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유산균을 종한 콩을 

이용한 장기능 활성식품 

개발 기술

유산균고농도

배양기술,

제형(품)화

기술

동물시험

기능성평가
인체 용시험

기 규격

설정 

개별인정허가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유산균 장내 달기술
제형 안정화 

기술

제형안정성

test
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기타 

로바이오

틱스

유산균  비피더스균을 

제외한 로바이오틱스 활용 

제품개발기술

식품응용

기술

동물시험

기능성평가
인체 용시험

기 규격

설정 

개별인정허가

건강기능식품개

별인정

 원료 획득

기타 로바이오틱스  

안정화 기술  인체 

달기술

제형 안정화 

기술

제형안정성

test
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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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및 맞춤형 식품

1. 개요

가. 정의 

 ○ 특수용도식품은 ․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양 리가 필요한 특정 상을 하여 식품과 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

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체 조 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의미함.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정상 으로 섭취, 소화, 흡수 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는 질병이나 임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 으

로 특별히 다른 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는 부를 신할 목

으로 이들에게 경구 는 경 식을 통하여 공 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

품을 의미함.

나. 범  

 ○ (제품 분류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은 식품공 에서의 특수의료용도 식품

에 한 유형 분류를 참조함. 일반 으로 채소 임을 이용한 김치류, 두류를 이

용한 장류, 곡물이나 과실류를 이용한 통주  식 류, 수산물을 이용한 젓갈류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 통발효식품의 분류]

주재료 주요제품 비고

 등 곡류, 과실류  
통주

식
기호품
부식

콩 장류 부식

채소류 김치, 장아  등 임식품 부식

수산식품(생선  조개류) 젓갈, 식혜 부식

□ 환자용 균형 양식 

 ○ 환자에게 필요한 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분을 조정하여 제

조․가공한 것으로 환자의 식사 일부 는 부를 신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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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환자용 식품

 ○ 당뇨환자 혹은 고 당 환자 등에게 필요한 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이들 환자의 식사 일부 는 부를 

신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함. 

□ 신장질환자용 식품

 ○ 만성신장질환자에게 필요한 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분을 조

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이들 환자의 식사 일부 는 부를 신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함. 

□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 양소의 소화․흡수가 어려운 장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양성분을 가수분해하여 식사 일부 는 부를 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 열량  양공 용 의료용도식품

 ○ 질환으로 인한 과 사 는 양불량으로 인해 열량  양소를 추가 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하여 단독 는 다른 의료용도식품과 혼합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의미함. 

□ 선천성 사질환자용 식품

 ○ 선천성 사질환자용식품이라 함은 상기의 질환자를 하여 체내에서 사되지 않

는 성분을 제거 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

품을 의미함. 여기서 선천성 사질환이라 함은 유 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  사결함이 있어 물질 사효소의 불능 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

해물질이 축 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질환을 말하며, 그 로는 페닐

톤뇨증, 갑상선기능 하증, 갈락토오스 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의 아미노산, 유기산, 탄수화물, 지방  지방산, 무기질 등의 

사이상 질환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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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정상 인 ․유아용(0～36개월)과 생리  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미숙아 는 

조산아 등을 하여 양공 을 한 목 으로 조제된 것을 의미함. 다만, 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유아식  선천성

사질환자용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함. 

□ 연하곤란환자용 도증진식품

 ○ 연하곤란환자용 도증진식품이라 함은 음식물 섭취 곤란이나 기도 흡인의 험

을 감소시키기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고체나 액상의 식품에 첨가하여 도를 

증진시키는 식품을 의미함.

2. 기술(특허) 분석26)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의 상특허 1,932건 체에 한 각국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44.6%이며,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2007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26)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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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457

A61K-031 유기 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재    219

A61K-038 펩티드를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124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부터의 물질을 함유하는 구조 미지

의 의약품 제재   
89

A61K-035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77

A61K-008 화장품 는 유사 화장품 제재   64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유럽의 경우 출원건수는 낮으나 삼극특허의 비율이 높고 

일본은 삼극특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CIETE DES PRODUITS NESTLE 

S.A.(유럽)이 11건, Nestec S.A(미국)가 8건의 삼극특허를 출원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OCIETE  
DES 

PRODUITS 
NESTLE S.A.

2 11 Nestec  S.A. 3 8
MARUZENPC

Y
17 0

2 Nestec S.A. 4 8
Kaneka 

Corporation
11 0

Nippon, 
Shinyaku Inc.

9 0

3
Kaneka 

Corporation
10 0

Technion 
Research &  
Development 
Foundation 

Ltd.

5 0
NOEVIR 
Co.,Ltd.

8 0

4
Ajinomoto

Co., Inc.
3 3

MARTEK 
BIOSCIENCE

S  
CORPORATIO

N

1 4
Nippon Meat 
Packers, Inc.

6 0

5
DSM IP 

Assets B.V.
2 4

The Samuel 
Roberts 
Noble  

Foundation

5 0
Ajinomoto 
Company, 

Incorporated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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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0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 의 출원활동을 하

으며 ′07년 45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10년에는 8건이 출원된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114

A61K-008 화장품 는 유사 화장품 제재   28

A23L-002 비알코올성 음료; 그것을 한 건조 조성물 는 농축물; 그것들의 조제 13

A23B-007 과일 는 채소의 보존 는 화학  숙성 10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부터의 물질을 함유하는 구조 미
지의 의약품 제재   

10

A61K-031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재    10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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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소기업의 특허 출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스펙트럼이 18건

의 특허를 출원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경희 학교  

산학 력단
4 바이오스펙트럼(주) 18 (주)아모 퍼시픽 4

2 구보건 학 1 (주)에그바이오택 8 (주) 코오롱 3

3 - - (주)다미화학 3 샘표식품 (주) 2

4 - - (주)진생사이언스 3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의 구성요소  특수용도식품의 세계 기술경쟁력은 

44.48로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기술활동도는 특수용도 식품과 

맞춤형 식품 모두 1.00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활동도

특수용도 식품 0.58 44.48 1.00 - - -

맞춤형식품 1.22 180.52 1.00 - - 1.00 

[구성요소별 기술경쟁력 분석 결과]

(2) 기술진입도분석

 

 ○ 일정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에 한 기술확보지수는 맞춤형식품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의 연구주체의 기술확보 수 이 높기 때문에 신규 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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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소  특수용도식품의 기술독 지수는 155.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략제품의 기술 독  수 은 반 으로 낮게 분석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특수용도식품 852 0.61 155.17 

맞춤형식품 3,258 1.21 81.72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특수용도식품 - -　 0.61 155.17  

맞춤형식품 -　 1.00 1.21  81.72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특수용도식품이 3.1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기술활동지수는 맞춤형식품이 4 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경쟁력은 구성요소 모두 

1 으로 국내 기술 수 이 낮았음.

  - 기술진입도는 특수용도식품과 맞춤형식품 각각 4.5 , 3 으로 신규 소기업이 

진입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분석됨.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476 -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특수

용도 식품
1 1 1 5 4 4.5 3.1

맞춤형 식품 1 4 2.2 1 5 3 2.6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분석

가. 니즈분석 

□ 식 보험 여 용

 → 시장니즈1: 특수의료용도 식품 용 확  

 ○ 입원환자들의 상업용 치료식(특수의료용도등식품) 섭취는 경제 인 부담으로 인해 

그 사용량이 제한 이 으나, 2006년 식 보험 여가 시행되면서 입원식 에 

한 환자의 부담이 폭 경감되어 그 사용량이 확 되는 계기가 되었음.

 ○ 한, 속한 고령화로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 되면서 재

택에서 요양을 받던 노약자들이 요양병원, 요양시설로의 환되었고, 식 보험

여화와 맞물려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시장이 폭발 으로 성장함. 

 ○ 그러나 보험 용의 제한성과 보험 용이 되지 않는 유형 등으로 인해 시장의 성

장성과,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출시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질병의 다양화  만성화

 → 시장니즈 2: 질환별 맞춤형 제품 필요   

 ○ 질병이 다양화되고, 특수 질환자 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특수질환자의 

경우 특정 양소를 극히 제한하거나 증량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음.

 ○ 재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제품들로는 특수 질환자의 의학 , 양학  특성

을 고려한 제품이 극히 일부 나와 있거나 수입제품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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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만성질환을 발생시키는 험성분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 특수질환자를 한 질환별 제품 개발이 실히 필요함.

□ 획일화된 액상타입 제품형태

 → 시장니즈 3: 다양한 제형의 제품 확  

 

 ○ 식사 용  양간식으로 섭취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경우에는 재 획

일화되어 있는 액상타입의 제품형태로는 환자  노약자들의 질환특성, 신체특성, 

기호, 식습 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노화  뇌졸 , 치매, 치아불량, 안면근육  의 문

제와 같은 신체  정신  특성으로 인해 작  섭식장애가 동반되는데 이런 고

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형의 고령친화식품이 개발되어야 함.

□ 특수용도 식품 제조설비에 한 시설기 이 없음

 → 시장니즈 4: 엄격한 품질수  요구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조설비에 한 법 인 시설기 이 없는 실에서 특히 환

자들과 노약자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  시설기 이 필

요함.

        

 ○ 면역력이 하된 환자  노약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설기 이 필요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최근 일상 식습 의 요성이 강조되고 치료개념의 식단이 유행하면서, 당뇨, 신

장질환, 사질환, 비만치료와 양공  등에 효능을 가진 특수용도  맞춤형 식

품에 한 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고령화로 인한 노인시설이 증가되고 식 보험 여 시행으로 인한 의료식 에 

한 부담이 폭 경감되어 특수용도  맞품형 식품의 소비량이 더 증가할 것이

라 상됨.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는 다이

어트 련 식품으로서 최근 미용에 한 심의 증가로 인해 다이어트 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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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량이 증하는 추세임. 

 ○ 다이어트식품 시장은 연평균(CAGR) 10.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에 약 2,159

억 달러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칼로리 음료는 2010년 약 805억 달러에서 연평균(CAGR) 14.8% 성장하여 

2014년 1,398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며,  칼로리 체 식

사의 경우 연평균(CAGR) 4.6% 성장할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09. 7, Global Weight Loss and Diet Management (2009 – 2014)

[다이어트 식품 체재  음료 련 시장 망]

 ○ 한,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에 첨가되는 양보조 화학제 시장은 2010년에 약 

173억 달러에서 연평균(CAGR) 5.5%로 성장하여 2014년 약 215억 달러의 시장규

모를 가질 것으로 추정됨.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10. 3.24, Global Specialty Chemicals Market

[ 양보조 성분  식품첨가물 련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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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식품첨가제 시장 비 양보조 성분의 시장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양공  수단으로 양소가 많이 함유된 건강식품의 선호도는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시장은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2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특수용도 식품 기타조제식료품 2106.90-9099

맞춤형 식품 기타조제식료품 2106.90-9099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조제식료품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198.4 Mil$), 수

입(375.4 Mil$) 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특수용도 

식품

기타조제 

식료품
70.63 78.57 88.28 103.28 198.41 210.18 233.96 252.18 301.30 375.41

맞춤형 

식품

기타조제 

식료품
70.63 78.57 88.28 103.28 198.41 210.18 233.96 252.18 301.30 375.41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특수용도 식품, 맞춤형 식품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 수입 특화 분야 : 특수용도 식품, 맞춤형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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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특수용도 
식품 기타조제식료품 -0.50 -0.50 -0.48 -0.49 -0.31 수입 특화

맞춤형 식품 기타조제식료품 -0.50 -0.50 -0.48 -0.49 -0.31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 포

지션맵 작성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 포지션맵]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

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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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odified, excellent, functional, processed, Oilseed, membrane, poly, nucleotides, lactic, inhibiting, Synthesis, 

fiber, inhibitor, unit, packaging, starch, system, samino, medicament, collagen, plurality, drugs, phincter, 

esophageal, stimulating, area, impulses

CR_2
information, management, data, Exercise, blood, compounds, program, ingestion, computer, stimulation, 

items, individual, reduced, user, well, light, service, white, copolymer

CR_3 patient, system, one, apparatus, control, intake, portion, based, devices, volume

CR_4
lower, rise, dronate, combined, releases, plasma, coenzyme, wellness, purity, recommended, released, food, 

stuffs, copolymer, articles, storage, article, equipment, films, Examples, plasticizer

CR_5
weight, diet, include, form, animal, activity, same, disclosed, drug, anti, two, option, ally, fitting, 

dimensioned, secured, dispensed, medications, gas, trostomy, gained, regions, sized

CR_6
unit, electrical, tissue, analysis, sphincter, server, wall, factor, assembly, emptying, GI, effecting, 

compliance, simplify, resulting, chelating, comprised, benefits, interaction, taken

CR_7
feed, industry, cosmetics, processes, producing, agents, Additives, active, animal, human, agents, active, 

additive, feed

CR_8 food, method, stomach, oil, pouch, esophagus, size

CR_9 acid, relates, treatment, preparation, production, activity, containing

CR_10
oil, derived, antioxidant, cooking, fluid, residue, wide, extract, new, highly, cancer, user, plate, diseases, 

energy, opening, substantially, uses, chemical

CR_11 methods, used, products, composition, products, product, process

CR_12
blood, protein, edible, agent, amino, Gastric, plasticizer, branched, iso, paraffins, poly, alphaole, fin, 

woven, Plasticized, polyolefin, transparent

CR_13 group, solution, mixture, prepared,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s, preparation

CR_14

stomach, configured, material, based, apparatus, information, plants, weight, member, Formula, portion, 

body, tube, digestive, obesity, opening, proximal, pouch, junction, gas, film, sleeve, modified, muscle, 

menu, restriction

CR_15
fiber, juice, Vitamin, naturaceutical, orally, combination, activities, larvae, elastin, customized, object, 

include, applications, supplement

CR_16 member, expandable, forming, prosthesis, part, passage, surgically, innerlutein, pure, carotenoids

CR_17 cell, directed, pharmaceutically, compound, DHA, fish, flavor, mammalian, steps, base, higher, fatty

CR_18 processing, industrial, low, making, making, produced, reduce

CR_19
composition, comprising, compositions, acidphar, maceutical, treating, effective, compounds, group, 

processing, prevention, Disease, plants, expression, content, value, plant, increased, condensed

CR_20
restriction, stoma, restricted, releasing, working, applier, secretions, sizing, basket, implant, band, fluids, 

position, improved, detector, Spica, trolleys, continuously, phosphate, watercraft, sepsis, sensors, head

CR_21 unit, electrical, tissue, analysis, sphincter, server, wall, factor, assembly, emptying

CR_22 method, nutritional, patient, methods

CR_23 member, expandable, forming, prosthesis, part, passage, surgically,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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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특수용도 

식품

식품  식도 자극을 일수 있는 콜라겐이 함유 된 

개별 포장식품 개발 기술

장환자 식이  통증 제어  식품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양식품 기술

루테인  아스타잔틴 추출기술  배양기술 10% 8%

엔도르핀 분비자극효과, 엔지 사활성화 성분 추출기술 20% 17%

식품  와 식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정제형 식품 개

발 기술  

비타민, 칼슘 강화식품 제조기술 40% 10% 25%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특수용도 식품

식품  식도 자극을 일 수 있는 콜라겐이 함유된 개별 포장식품 개발 기술

장환자 식이  통증 제어  식품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양식품 기술

루테인  아스타잔틴 추출기술  배양기술

엔도르핀 분비자극효과, 엔지 사활성화 성분 추출기술

식품  와 식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정제형 식품 개발 기술  

비타민, 칼슘 강화식품 제조기술

칼로리, 나트륨 식품 제조기술

섬유질을 이용한 장기능 보조식품 개발 기술

장장애를 가진 환자를 한 자극 쥬스개발 기술

맞춤형 식품

컴퓨터 data활용 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이조  식품 개발 기술

체 감량효과를 갖는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 추출기술

미네랄  비타민  효소의 역할을 방해하는 식품의 섭취제한 한도 설정 기술

개술을 한 과체  환자를 한 나트륨  자극성 김치개발 기술

고령자 맞춤형 식품/식단 제조기술

개인별 유 자 맞춤형 식품 개발  제조기술

식물 속 카로티노이드를 이용한 양보조제 개발 기술

기존 유동식에 closed system을 이용하여 균형식 제조 기술

양소를 강화하여 소화기능을 높인 분말형태의 균형식 제조 기술

화학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암 환자를 한 백수오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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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맞춤형 

식품

칼로리, 나트륨 식품 제조기술 20% 10% 10% 25%

섬유질을 이용한 장기능 보조식품 개발 기술 20% 10% 17%

장장애를 가진 환자를 한 자극 쥬스개발 기술

컴퓨터 data활용 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이조  식품 개발 기술

체 감량효과를 갖는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 추출기술

미네랄  비타민  효소의 역할을 방해하는 식품의 

섭취제한 한도 설정 기술

개술을 한 과체   환자를 한 나트륨  자극

성 김치개발 기술

고령자 맞춤형 식품/식단 제조기술

개인별 유 자 맞춤형  식품 개발  제조기술 10% 8%

식물속 카로티노이드를 이용한 양보조제 개발 기술

기존 유동식에 closed system을 이용하여 균형식 제조 

기술
10% 8%

양소를 강화하여  소화기능을 높인 분말형태의 균형

식 제조 기술
10% 8%

화학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암 환자를 한 백수오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기술
10% 8%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2기업의 결과 임.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에서 ‘ 기구 통합 설계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

운데 50%가 보유하고 있으며, 4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구동회로 류제어 기술’은 보유 기술(50%), 소기업형 기술(30%)라고 응

답하 으며, ‘방열 부품 집 화 기술’은 보유 기술(40%), 소기업형 기술(40%)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공백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루테인 가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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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발모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효소 함유 제동, 합성 진제, 약물표 생성, 다시마추출원료, 

해 약상소스, 천연원료, 김장아 , 더덕장아 , 생활농약제품, 오징어가공품, 한방발효차, 

이크, 루테인, 안토시아니단

해외 기업 ZHEJIANG YIXIN PHARMACEUTICALCO

국내 기업

기업 온 리약국

소기업
메스코, 메디폭스, 바이오코아, 태진지앤에스, 한솔라이 , 바이엘코리아, 경농, 보락, 선인, 담터, 

국제식품, 화개제다, 한국천연물사이언스, HK바이오텍, HJC

 ○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의 소기

업이 공  사슬상 수요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조사된 소기업들은 루테인 단 의 제품을 소기업류의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기업류인 것으로 조사됨

   -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으로는 루테인이 있었으며, 매처와의 거래품목으로는 

기식음료가 악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특수용도  맞춤형 식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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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단  부품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생산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특수용도 식품

식품  식도  자극을 일수 있는 콜라겐이 함유 된 개별 포장식품 개발 기술 `특

장환자 식이  통증 제어  식품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양식품 기술 특

장장애 개선 물질 추출기술  배양기술

엔도르핀 분비자극효과, 엔지 사활성화 성분 추출기술 특

식품  와 식도에 자극을 주지않는 정제형식품 개발기술  특

비타민, 칼슘 강화식품 제조기술 특

칼로리, 나트륨 식품 제조기술 특

섬유질을 이용한 장기능 보조식품 개발 기술 특

장장애를 가진 환자를 한 자극 주스개발 기술 특

맞춤형 식품

컴퓨터data활용기술을 이용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이조 식품 개발기술 특

체 감량효과를 갖는 천연물 추출기술

미네랄  비타민  효소의 역할을 방해하는 식품의 섭취제한 한도 설정 기술 특

개술을 한 과체  환자를 한 나트륨  자극성 김치개발 기술 특

고령자 맞춤형 식품/식단 제조기술 특

개인별 유 자 맞춤형 식품 개발  제조기술 특

식물카로티노이드를 이용한 양보조제 개발 기술 특

기존 유동식에 closed system을 이용하여 균형식 제조 기술 특

양소를 강화하여 소화기능을 높인 분말형태의 균형식 제조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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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특수용도식품은 주로 식이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품질유

지, 양강화, 흡수율 개선, 복용편이성 개선 등의 기능이 우선시 되므로 요소기

술의 내용이 이와 부합하는 지 확인. 요소기술명이 부분 구체 인 기술, 성분, 

작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참여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기술은 그 로 진

행, 참여 범 가 넓지 않은 부분은 상  벨로 조정하여 요소기술명 정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특수용도 식품

장환자 식이  통증 제어  식품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양식품 기술

장장애 개선물질 추출기술

맞춤형 식품

컴퓨터data활용기술을이용한개인의특성에맞는식이조 식품개발 기술

고령자 맞춤형 식품/식단 제조기술

개인별 유 자 맞춤형 식품 개발  제조기술

기존 유동식에 closed system을 이용하여 균형식 제조 기술

양소를 강화하여 소화기능을 높인 분말형태의 균형식 제조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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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특수용도
식품

장환자 식이  통증 제
어  식품의 흡수율을 높
일 수 있는 양식품 기술

식품가공
기술

소재혼용
가공

효능검증/
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장장애 개선물질 추출 
기술

항노화 기능성 
물질 추출 기술 

향상

신소재 
추출기술/효능 

검증
제형 안정성

기능성 소재 
획득

맞춤형
식품

컴퓨터data활용기술을이용
한개인특성에맞는식이조
식품개발 기술

질환별 
맞춤식품군 개발 

 제품화

질환군별 맞춤 
식품군 

개발/효능검증
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고령자 맞춤형 식품/식단 
제조기술

고령자 맞춤형 
식품

효능 
검증/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개인별 유 자 맞춤형 식
품 개발  제조기술

유 자지도와 
련질환 DB  

제품화

유 자군별 맞춤 
식품군 개발

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기존 유동식에 closed 
system을 이용하여 균형식 
제조 기술

식품 제형화  
가공기술

품질 안정성 
테스트/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양소를 강화하여 소화기
능을 높인 분말형태의 균
형식 제조 기술

식품 제형화  
소재 안정화

제형안정성
테스트/효능 

검증
시제품 생산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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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성식품

1. 개요

가. 정의 

 ○ 기타 기능성 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

로서의 기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식품의약품안 청으로부터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나 제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 유형으로 소  건강지향형 식품

을 의미하며, 일반식품 유형에 해당함

 ○ 사용 원료는 반드시 식품원료나 식품 첨가물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안 성이 확보

된 것으로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객 , 과학 으로 기능성이 입증되거나 기능성분 는 지

표성분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동의보감이나 민간요법 등 통 으로 사용되

어진 원료를 사용하거나 개별인정으로 허가 받지는 않았으나 안 성이 확보되어 

있고 기능성에 한 객  근거가 있는 단일 원료 는 근거에 의한 복합원료로 

착즙, 추출, 농축, 분말, 발효 등의 단순 식품가공 공정을 통해 제조된 원료 는 

제품으로 건강에 도움을  수 있는 건강지향형 식품. 

나. 범

 ○ (제품 분류 ) 일반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음료나 분말, 환 형태로 만든 것이 

부분이며, 특히 우치 포장형태의 음료 제품이 가장 많음. 음료 유형으로는 녹

즙과 같은 과일 채소 음료, 발효 음료류 혼합음료, 홍삼음료, 기타 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으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일, 명일엽, 돌미나리, 당근 등

과 같은 야채즙을 이용한 녹즙류, 블루베리, 크랜베리, 복분자, 오디 등의 베리류를 

이용한 안토시안인 함유 항산화 제품, 배즙, 사과즙, 포도즙 등과 같이 통 과일

을 이용한 과즙 그리고 한방에서 통 으로 사용되어온 원료를 이용한 건강즙으

로 마늘(흑마늘), 산수유, 석류, 칡즙, 민들 , 울 , 기타 약  등 통 한방 소재

를 포함하며, 발효를 이용한 건강 음료를 포함함. 분말 제품의 경우는 건강기능식

품 재평가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버섯가공식품, 자라가

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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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원료(원물) 자체(야채류, 과일류, 한방 재료, 산야  등)의 매와 병

이나 우치와 같은 음료 제품, 분말제품, 환 제품과 같은 완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녹즙과 같은 냉장유통과 통 한방소재를 이용한 건강즙과 같은 상온유통

으로 분류할 수가 있음.

2. 기술(특허) 분석27)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320건으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157건으로 미국 다음으로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임. 

[연도별 출원동향]

27)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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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apporo  

Breweries 

Limited

5 6
Samsung Mobile  

Display 
13 2 Kaneka 3 0

2
SUNTORY  

LIMITED
3 1

Sapporo 

Breweries  

Limited

4 3 Mitsubishi 2 0

3
ST. LOUIS  

UNIVERSITY
0 3

KAO 

Corporation
1 3 Matsui 1 0

4

Ciba  Specialty 

Chemicals 

Holding Inc.

0 3

Canon 

Kabushiki  

Kaisha

2 0 Towa 1 0

5
Syngenta  

Limited
0 3

NEC 

Corporation
1 0 - - -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그들의 일반  보존  A23L 
3/00)

109

A23L-002
비알코올성 음료; 그것을 한 건조조성물 는 농축물; 그것들의 조

제(스  농축물 A23L 1/40; 알콜의  제거에 의한 비알콜성 음료의 조

제 C12H 3/00)
40

A23F-003 차(茶);차(茶)의 용품; 그것들의 조제 34

A23B-007 과일 는 채소의 보존 는 화학  숙성 29

A61K-035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23

A61K-031 유기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재    20

[IPC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특허출원건수가 가장 많으

며 유럽의 경우 출원건수는 낮으나 삼극특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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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30건에서 2010년 12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하 음.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23L-002
비알코올성 음료; 그것을 한 건조조성물 는 농축물;  그것들의 조제(스  농

축물 A23L 1/40; 알콜의 제거에 의한 비알콜성 음료의 조제 C12H 3/00)
37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그들의 일반  보존 A23L 3/00) 33

A23B-007 과일 는 채소의 보존 는 화학 숙성 26

A23F-003 차(茶);차(茶)의 용품; 그것들의 조제 19

A23G-003 당과；과자 마지빵(marzipan)；피복되거나 충 된 제품( 잉 껌 4/00) 6

A23L-003
식품 는 식료품의 보존 일반, . 식품 는 식료품에 특히 합한 살균 는 

멸균 (식품 는 식료품 보존, 포장에 련한 것B65B55/00) 
4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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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주)한국인삼공사( 기업)가 5건으로 가

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 고 건국 학교 산학 력단, 한국식품연구원(연구기 ), 

(주)피에 씨, (주)아미노젠( 소기업)등이 2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건국 학교 

산학 력단
2 (주)피에 씨 2 (주)한국인삼공사 5

2 한국식품연구원 2 (주)아미노젠 2 (주)동원에 앤비 2

3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
1 (주)엔유씨 자 1 (주) 네이처바이오텍 1

4
조선 학교

산학 력단
1 (주)엔돌핀에 앤비 1

5
인제 학교

산학 력단
1 (주) 어메딕스 1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기타 기능성식품 에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기능성 소재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360인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세계의 기술활동도를 살펴보면 유용성 미생물제제(EM제제)가 1.32로 

가장 높았고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는 천연추출물이 2.5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유용성미생물제제(EM제제) 1.13 23.83 1.32 - - -

천연추출물 1.15 163.98 1.29 1.26 0.100 2.550 

기능성 소재 0.88 182.20 0.77 0.95 0.360 0.74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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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천연추출물(1.08), 유용성미생물제제(EM제제)(1.02)의 기술확보지수는 1.0이상으로 

기존 기업의 기술확보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

허수의 비 은 기능성소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 별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유용성미생물제제(EM제제)와 기능성 소

재가 225이상으로 독과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신규 소기업의 진입이 용

이하지 않은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유용성미생물제제(EM제제) 193 1.02 566.89 

천연추출물 1,385 1.08 119.02 

기능성 소재 1,764 0.94 375.0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유용성미생물제제(EM제제) - - 1.02 566.89  

천연추출물 0.10 2.55 1.08 119.02 

기능성 소재 0.36 0.74 0.94 375.04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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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기타 기능성식품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천연추출물(3.56)과 기능성 소재(3.16)이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로 

단됨. 

   - 동일 기간 동안 특허출원활동이 미비했던 유용성미생물제제(EM제제)를 제외한 천

연추출물과 기능성소재의 기술성숙도는 각각 4.4 , 3.4 으로 분석되어 상 으

로 련 인 라가 잘 갖춰진 것으로 단됨.

   - 기능성 소재의 경우 기술확보지수가 4 으로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연추출물의 경우 기술독 지수가 4 으로 련 특허가 

다수의 기업에 분산된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유용성미생물제

제(EM제제)
1 1 1 2 1 1.5 1.3

천연추출물 4 5 4.4 2 4 3 3.56

기능성 소재 5 1 3.4 4 2 3 3.1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점으로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표 화

 → 시장 니즈 1 : 유효성분(지표성분) 설정,  표 화 필요

 ○ 건강지향 식품은 음료 유형인 건강즙 형태가 가장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치 형태의 제품이 부분임. 하지만 규격화나 표 화가 되어 있지 않음 

 ○ 스 스의 마톤사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표 화하여 인삼의 종주국인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인삼을  세계 으로 매하고 있음.

 ○ 야채류, 과일류, 산약  등 천연원료의 경우 산지별, 수확 시기별, 제품화 공정 과

정별 유효성분 함량이 달라져 일정한 품질의 제품 생산이 어려움. 따라서 이를 

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규격화하고 표 화하여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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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과학화   

 → 시장 니즈 2 : 기능성에 한 과학  근거 자료 확보 필요

 ○ 건강지향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임상시험을 통한 객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 다고 하여도 동의보감이나 민간요법 등 통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

에 체계 인 임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임상시험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동물시험 정도 수 의 효능 평가 시험을 통해 용량설정이나 표 화할 

수 있는 수 의 과학화가 필요함. 

 ○ 건강지향 식품도 궁극 으로는 고 홍보할 수 있는 기능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먼  기타기능 3등 을 받

고 체계 인 임상시험을 통해 등 을 올려가는 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신뢰성 확보

 → 시장 니즈 3 :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 과거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잘못된 유통이나 매자를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

아 건강식품에 한 소비자 불신이 많음

 ○ 건강식품 구입에 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건강식품 선택 시 

신뢰성 있는 제품, 랜드를 선택하는 성향을 보임. 따라서 신뢰성 있는 매유통

이나 랜드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친환경, 유기농 원료 사용 

 → 시장 니즈 4 :  자연친화  천연원료, 친환경, 유기농 원료 사용 필요

 ○ 농약의 사용, 기 환경의 오염 등 산업이 발달해 갈수록 농작물에 한 환경오염

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친환경 식품이나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

고 있음. 이러한 상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단함

 ○ 따라서 원료 선정 시 천연원료, 친환경 원료, 유기농 원료, 국내산 원료 등 보다 

건강 지향 인 원료를 선정하여 제품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체의학에 한 심도 증가 

 → 시장 니즈 5 :  암이나 성인병 치료에 체의학을 통한 시도 증가

 ○ 치료가 어려운 암, 고 압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병 치료에 채식이나 산약  등 식

이요법을 통한 치유 성공 시례가 늘어나면서 체의학에 한 심도가 증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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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와 더불어 통 인 민간요법이나 방의학 차원에서의 건강즙과 같은 건

강지향형 식품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치료약 개념이 아닌 꾸 하게 섭취 

시 건강에 도움을 주고 치료보조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기타 기능성 식품 분야에 사용되는 소재는 유기물 미생물제재(EM제제), 천연추출

물, 기능성 소재로 분류됨.

 ○ 기능성 식품시장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약 253억 달러에서 2014년 약 293

억 달러로 확  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 4.9%를 기록할 것으로 

망됨.

                            ※ 자료 : infiniti research(customer research) 2011. 10 

[기능성 식품 련 시장 망]

 ○ 고령화 사회의 도래, 생활 습 에 따른 질병의 증가, 식품의 미용효과에 한 기  

등과 함께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리체계 개선을 통한 특성별 분류와 기 규격의 다

양화로 제품화가 용이하게 되어 기능성 식품에 한 소비자 인지도의 향상이 기 됨.

 

 ○ 이에 따라 기능성 식품에 사용되는 소재 유용성 미생물제제(EM제제), 천연추출물, 

기능성 소재 개발에 많은 연구가 이 지고 있으며 소재 시장규모의 확 가 상됨.

 ○ 기능성 식품 련 소재 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에 약 173억 달러에서 2014년 약 

215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상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5.5%인 

것으로 분석됨.



고부가식품

- 497 -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10.03, Global Specialty Market

[기능 식품 재료 련 시장 망]

 ○  세계 으로 농축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해 친환경 재배를 통한 생산물

의 고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소  업체에서도 이러한 트 드에 맞춰 

친환경 미생물제제 분야를 신성장동력의 심축으로 잡고 있는 추세임. 

 ○ 천연 추출물의 경우 항암  항산화, 항노화 분야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면서 국내

의 경우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식품에 심이 증하고 있으며 최근 한방  화장

품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시장규모의 증 를 가져올 것으로 상함. 

 ○ 이와 더불어 생체방어, 질병의 방  회복, 신체리듬의 조  등에 필요한 양분

을 함유한 기능성 식품의 매량이 꾸 히 증가함에 따라 기능성 소재의 소비량 

한 매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기능성 식품에 첨가되는 양분 구성요소의 세부 시장을 살펴보면, 양분  미

네랄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6.4%로 2014년 약 133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상하며 비타민의 경우 2010년 약 59억 달러에서 2014년 약 74억 달러로 

연평균(CAGR) 5.9%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Freedonia Group Inc 2009. 11, World Nutraceutical Ingredients to 2013

[ 양분 구성요소 련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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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유용성 

미생물제  

(EM제제)

미생물배양체 5.52 7.04 9.29 10.37 13.56 12.32 13.77 15.09 14.65 15.17

천연 

추출물

기타 비타민E 

와 그 유도체
0.11 0.12 0.08 0.17 0.49 4.49 4.14 6.66 7.83 8.50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2) 무역 황 분석

□ 기타 기능성 식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1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유용성 미생물제제(EM제제) 미생물배양체 3002.90-4000

천연 추출물

기타 비타민E 와 그 유도체 2936.28-9000
알로에 수액과 액스 1302.19-9010

박하유 3301.24-0000
백삼 정유 3301.90-4510
홍삼 정유 3301.90-4520

시나몬 리 유 3301.29-4000
오 지유 3301.12-0000

몬유 3301.13-0000
로즈마리유 3301.29-9000

기능성 소재 기타조제식료품 2106.90-9099

[기타 기능성 식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백삼정유, 홍삼정유, 시나몬 리 유, 오 지유 경우 최근 5년 동안 수출입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미생물배양체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13.6 Mil$), 수

입(15.2 Mil$) 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

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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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알로에 

수액과 액스
0.23 0.19 0.04 0.06 0.18 17.40 14.54 13.63 13.42 15.08

박하유 - - - - - 1.51 1.74 1.49 1.67 2.03

몬유 - - - 0.01 - 0.47 0.53 0.68 0.65 0.76

로즈마리유 0.08 0.04 0.01 0.03 0.35 3.57 4.53 5.22 5.20 7.44

기능성 

소재

기타조제

식료품
70.63 78.57 88.28 103.28 198.41 210.18 233.96 252.18 301.30 375.41

 ○ 유용성 미생물제, 천연 추출물, 기능성 소재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 수입 특화 분야 : 유용성 미생물제, 천연 추출물, 기능성 소재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유용성 

미생물제  

(EM제제)

미생물배양체 -0.38 -0.32 -0.24 -0.17 -0.06 수입 특화

천연 추출물

기타 비타민E 와 그 

유도체
-0.95 -0.94 -0.98 -0.96 -0.89 수입 특화

알로에 수액과 액스 -0.97 -0.97 -0.99 -0.99 -0.98 수입 특화

박하유 - - -1.00 - - 수입 특화

몬유 -1.00 - - -0.98 - 수입 특화

로즈마리유 -0.96 -0.98 -1.00 -0.99 -0.91 수입 특화

기능성 소재 기타조제식료품 -0.50 -0.50 -0.48 -0.49 -0.31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타 기능성 식품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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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group, Formula, composition, Substituted, charge, composite, state, both, cell, equal,  making, 

sulfur, electro, active, Silanylamine, selected, consisting, together

CR_2
Metal, used, devices, complex, hole, complex, transition, highly,  range, lumine, scent, range, 

wavelength, emit

CR_3

transporting, purity, emits, Mixed, obtain, circuit, part,  reddish, current, weight, compositions, 

tape, selective, reflection, molecules,  polarized, organometallic, wt, wave, guide, fabry, photo, 

induced, manipulation, microtoroidal, nano, tube, wave, guides, cavities, photonic

CR_4 milk, fermented, foods, level, apparatus, treatment, deposition

CR_5
layer, light, organic, emitting, electro, luminescent,  transporting, hole, element, pixel, 

selement, region, electron

CR_6
electro, luminescent, white, one, EL, Metal, ceramic, gate, EL,  colors, plurality, emission, 

emission, elements, forming, current, reduced,  Amorphous, higher, reducing, top

CR_7
unit, third, filter, arranged, structure, circuit, optical,  predetermined, stacked, OLED, 

emissive, coupled, inner, arranged, respective,  sub

CR_8 ratio, aperture, formation, different, flat, Silicon, excellent,  capacitor, conductive

CR_9
removed, exposed, parts, mask, small, underlying,  amount, photo, resist, etching, deposited, 

conductor, located, removed

CR_10 luminescent, electroluminescence, materials, organo, metallic,  suitably, enabling, complexes

[기타 기능성 식품 분야 포지션맵] 

 ○ 기타 기능성 식품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

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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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1 portion, along, transparent, form, trans, parent, portions,  disclosed, time

CR_12
charge, characteristics, voltage, low, injection, transport,  phosphorescent, efficiency, injection, 

electrical, fluorescent, capable

CR_13
pad, ohmic, drain, contact, wire, gate, Source, data, insulating,  transistor, crystal, pattern, 

pixel, pad, portion, photoresist

CR_14 emitting,  material, same, method, electrode, pixels, lines, connected, surface

CR_15 temperature,  solvent, components, Step, obtained, temperature

CR_16 electrode,  substrate, formed, first, display, pattern, array, panel, electrodes

CR_17

body,  substantially, include, coating, Silicon, Step, ceramic, powder, Sheet, body,  ratio, 

group, apparatus, matrix, Sheet, paste, electronic, component, treatment,  heat, polymer, wt, 

dielectric, copper, sheets, sintered, production, print,  leaves, shape

CR_18

tape, preform,  milling, earth, cut, represents, wiring, mineral, batch, actuator, fluxing,  

double, blend, magnet, pigment, constraining, oil, period, sealant, cation,  dopant, Plastic, 

output, alcohol

CR_19 weight, resin,  contains, carbon, agent, water, particles, selective, buffer, acid, composite

CR_20

constraining,  hard, board, reagent, instant, terpineol, thermistor, Zr, General, liner,  opal, 

tools, disclosure, ligno, cellulosic, stilbenoid, Cotton, temporarily,  methylene, Opto, electronic, 

digester, membrane, modulation, Brønsted, fruit,  dark, speed, independent, administration

CR_21 iron,  contaminants, ion, fillers, antimicrobial, incorporating, flow, filtering,  solvents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유용성 

미생물제제(EM제제)

가축사료에 EM제제의 첨가로 면역기능 활성  육질 개선 기술

비결정형 요소의 감소를 한 유용성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

필터를 통한 김치속 유산균을 이용한 유용성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

친환경 생물제제 제조기술

두콩에 특허균주 종하여 발효숙성과정을 거친 건강기능성 식품제조 기술

유용성미생물 발효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개발 기술

천연 추출물

진피를 발효하여 항산화  효소활성을 향상시키는 천연추출물 개발 기술

지질 사 개선  항비만 효과를 갖는 모시잎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천연 항균소재 개발 기술 

홍국 추출물에서 활성산소 련 효소활성을 갖는 건조식품 개발 기술

자색고구마의 색소 추출물을 이용하여 간기능성 건강식품제조

주요 허  추출물의 항균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기술

화살나무잎 열수추출물을 이용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기술

기능성 소재

로폴리스를 활용한 면역증강 식품 개발 기술

압강하  신경통에 효과를 갖는 오가피의 특성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

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생산기술

항산화 효과  시력에 효과를 갖는 블루베리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

실리마린  콜린을 이용한 간기능 건강식품제조 기술

고추종혼합물을 이용한 비만억제물질개발 기술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장기능 강화 기능성식품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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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유용성 

미생물

제제

(EM

제제)

가축사료에 EM제제의 첨가로 면역기능 활성  육질 개

선  기술
14%

비결정형 요소의 감소를 한 유용성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 20% 7%

필터를 통한 김치속 유산균을 이용한 유용성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
10% 29%

친환경 생물제제 제조기술 40% 14%

두콩에 특허균주 종하여 발효숙성과정을 거친 건강기

능성 식품제조 기술
20% 10%

유용성미생물 발효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개발 기술 10% 7%

천연 

추출물

진피를 발효하여 항산화  효소활성을 향상시키는 천연

추출물개발 기술
10%

지질 사 개선  항비만 효과를 갖는 모시잎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천연 항균소재 개발 기술 29%

홍국 추출물에서 활성산소 련 효소활성을 같는 건조식

품 개발 기술
40% 14%

자색고구마의 색소 추출물을 이용하여 간기능성 건강식품

제조
20% 10% 10%

주요 허  추출물의 항균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기술
10%

화살나무잎 열수추출물을 이용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기술

기능성 

소재

로폴리스를 활용한 면역증강 식품 개발 기술 7%

압강하  신경통에 효과를 갖는 오가피의 특성을 활용

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
10% 14%

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생산

기술
20% 14%

항산화 효과  시력에 효과를 갖는 블루베리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
20% 10% 7%

실리마린  콜린을 이용한 간기능 건강식품제조 기술 10% 7%

고추종혼합물을 이용한 비만억제물질개발 기술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장기능 강화 기능성식품 개발 기술 1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3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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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친환경 생물제제 제조기술’과 ‘홍국 추출물에서 활성산

소 련 효소활성을 같는 건조식품 개발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40%가 

보유하고 있으며, 14%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생산기술’은 보유 기

술(20%), 소기업형 기술(14%)라고 응답하 으며, ‘비결정형 요소의 감소를 한 

유용성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7%)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공백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유용성 미생물 발효를 이용한 항산화 식품 개발

   ∙ 기능성 소재 련 천연항균소재개발 기술

   ∙ 다시마 추출돌을 활용한 복합소재기술

   ∙ 천연식이섬유추출(분리)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기타 기능성식품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홍삼 농축액, 홍삼음료, 고추장, 된장, 간장, 발모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양제, 

석류엑기스, 김치, 경옥환, 떡류, 기능성 식품, 포장지, 산야 , 청국장, 이크, 효

소류, 연구용시약, 다시마추출물, 알긴산

해외 기업

국내 기업

기업 동원고려인삼, 풀무원, CJ, LG, 한국콜마

소기업 아진, 진미, 리

 ○ 기타 기능성식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

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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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유용성 미생물 

제제

가축사료에 EM제제의 첨가로 면역기능활성 육질개선 기술 특

비결정형 요소의 감소를 한 유용성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 특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유용성 미생물제제 개발 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조사된 소기업들은 홍삼, 석류 등의 제품을 기업류의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견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홍삼, 석류등 기타 기능성식품 련 소재라고 

응답한 기업이 30%인 것으로 나타남

   - 견기업에 매하는 비 을 100%라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기업의 33%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기타 기능성식품 분야의 소기

업의 다수 업체는 기타기능성 련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생산 과정을 통하

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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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친환경 생물제제 제조기술 특

발효숙성을 통한 기능성소재 생산성 향상기술

유용성미생물 발효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개발 기술 특

진피를 발효하여 항산화  효소활성을 향상시키는 천연추출물개발 기술 특

지질 사 개선  항비만 효과를 같는 모시잎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특

천연항균소재개발기술 특

홍국 추출물에서 활성산소 련 효소활성을 같는 건조식품 개발 기술 특

자색고구마의 색소 추출물을 이용하여 간기능성 건강식품제조 특

주요 허  추출물의 항균성분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기술 특

화살나무잎 열수추출물을 이용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기술 특

로폴리스를  활용한 면역증강 식품 개발 기술 특

압강하  신경통에 효과를 갖는 오가피의 특성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 특

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생산기술 특

항산화 효과  시력에 효과를 갖는 블루베리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기술 특

실리마린  콜린을 이용한 간기능 건강식품제조 기술 특

고추종혼합물을 이용한 비만억제물질개발 기술 특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장기능 강화 기능성식품 개발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요소기술명이 부분 구체 인 기술, 성분, 작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참여 기업

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기술은 그 로 진행, 참여 범 가 넓지 않은 부분은 상

 벨로 조정하여 요소기술명 정비. 친환경  천연물에 한 소재 개발이 심

이 되며, 기존  상품화된 것이 많으므로 이의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기존 건강기능식품 소재 등과 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재 개

발 부분에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기타 기능성식

품으로의 제품화경쟁력 향상을 한 지원이 필요한 을 감안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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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유용성

미생물

제제

가축사료에EM제

제의첨가로면역

기능활성 육질

개선  기술

가축사료 합  

EM제제 개발, 

가축 면역기능 

활성 증강, 

육질질개선 효과

사료용 

EM제제 

개발

가축의 

면역활성 

증강   

육질개선효

과 검정

산업화, 

상용화

가축의 

면역기능 활성 

  육질개선을 

한 EM제제 

첨가 가축사료 

개발

친환경 생물제제 

제조기술

친환경 생물의 

선발, 생물제제 

제조  응용기술

용도별 

친환경생물 

선발

생물제제 

제조  

응용기술 

개발

산업  

생산  

상용화

친환경 

생물제제의 

개발  산업화

발효숙성을 통한 

기능성소재 

생산성 향상기술

특정기능발휘 

균주선발, 

발효숙성과정 

사산물 검증, 

건강기능성 입증

특정기능 

균주 선발

발효숙성과

정에서 

사산물 

검정

건강기능

성 입증 

 제품 

개발

두발효 

건강기능식품 

개발  상품화

유용성미생물 

발효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개발 

기술

선발  량 

발효기술,  

발효생균분말 

제조기술

유용미생물 

선발  

량발효기

술 개발

발효생균분

말 

제조기술 

개발

항산화성 

입증  

제품개발

유용성 미생물 

발효분말  

그것을  이용한 

항산화 기능성 

식품 개발

기능성 

소재

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생산기술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소재 탐색  

선발, 시제품 

생산 기술, 

제품의 기능성 

측정  입증

련 

바이오 

소재 탐색 

 선발

시제품의 

기능성 

측정  

입증

제품 

량생산

기술 개발 

 상용화

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생산기술 개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유용성 

미생물 제제

가축사료에 EM제제의 첨가로 면역기능활성  육질개선 기술

친환경 생물제제 제조기술

발효숙성을 통한 기능성소재 생산성 향상기술

유용성미생물 발효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개발 기술

기능성 소재 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바이오섬유, 바이오포장재 생산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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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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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발효식품

1. 개요

가. 정의 

 ○ 발효란 일반 으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고 변화하여 새로운 물

질로 변화시키는 상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됨.

 ○ 발효식품이라 함은 농산물(곡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육류, 우유 등), 수산물과 

같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이 작용하여 분해과정을 거

치면서 맛과 향기성분 그리고 미량성분이 생성된 형태의 식품을 의미함.

 ○ 따라서 통발효식품은 이들 발효식품 에서 부터 통 으로 래되어 온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식품을 총칭함. 

나. 범  

 ○ (제품 분류 ) 통발효식품은 일반 으로 채소 임을 이용한 김치류, 두류를 

이용한 장류, 곡물이나 과실류를 이용한 통주  식 류, 수산물을 이용한 젓갈

류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 통발효식품의 분류] 

주재료 주요제품 비고

 등 곡류, 과실류  
통주

식

기호품

부식

콩 장류 부식

채소류 김치, 장아  등 임식품 부식

수산식품(생선  조개류) 젓갈, 식혜 부식

□ 김치류

 ○ 김치류는 배추, 무, 오이, 갓,  등 다양한 채소를 이용한 임식품이 해당됨. 

표 인 김치는 배추김치와 깍두기이며, 사용되는 채소와 제조방식에 따라 수십종

류에 달하기 때문에 품목수로 악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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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류

 ○ 장류는 콩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제품으로서 표 인 장류는 된장, 간장, 고추장이

며, 청국장, 장 등이 포함됨.

        

□ 통주

 ○ 「주세법」상 통주는 민속주와 농민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민속주는 1983

년 문화재 리국의 ‘ 국민속주조사’ 결과 소주 9, 곡주, 22, 과실주 3, 약용주 12개

가 포함됨.

   - 서울 문배주, 당진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 는 요문화재 지정

   - 안종소주 등 18종 지방무형문화제 지정

   - 민속주 53개, 농민주 333개 제조면허가 발

 ○ 농민주는 ‘농식품부장 이 추천하는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

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를 의미함.

 ○ 통주류는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등이 포함되며, 탁주는 엄

격한 의미에서 일반주류에 속하나 오래 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술이라는 에

서 통주 개념에 포함시킴.    

□ 젓갈류 

 ○ 젓갈은 생선  조개류의 살·내장·알 등에 소 을 넣어 숙성시킨 발효식품으로 염

장을 통해 부패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재료가 지니고 있는 소화효소 는 유익한 

미생물이 분비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 숙성시켜 감칠맛을 증 시킨 독특

한 조미식품임. 

 ○ 표 인 젓갈은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젓, 굴젓, 조개젓, 명란젓, 오징어젓 등임. 

김치에는 젓갈이 이용되며, 145종의 젓갈 에서 까나리젓, 멸치젓, 새우젓 등이 

많이 사용됨. 

□ 식 류

 ○ 식 라 함은 곡류, 과실주,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양조식 와 

빙 산 는 산을 음용수로 희석하여 만든 합성식 로 구분됨.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510 -

 ○ 양조식 는 다시 그 원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 보리 등의 원

료를 사용하는 '곡물 '와 과실을 원료로 사용하는 '과실 '로 구분됨. 과실식 는 

주로 감, 사과, 포도 등을 이용함.

 ○ 양조 도 원료를 우선 알코올로 발효시켜 술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산 발효시

켜 만든  '순수양조 '와 술지게미나 알코올을 원료로 하여 산 발효시킨 '알코올

'로 분류됨.

 ○ (공 망 ) 통발효식품은 김치류, 장류, 통주  식 류, 젓갈류에 한 원

료에 해당하는 소재와 이를 제조, 가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2. 기술(특허) 분석28)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통 발효식품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6,488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

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40.8%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12.7%인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28)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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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P-007 산소 원자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제조 809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577

C12N-001
미생물, . 원생동물；그 조성물(원생동물, 박테리아 는 바이러스

기원의 물질을 포함한 의약품 제재
501

C12G-003 그 밖의 알코올 음료의 제조 403

C12P-013 질소 원자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제조 285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 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

터, . 라스미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그것을 한 숙주

의  이용

218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이 체 으로 강세를 보이며 일본의 경우 

출원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DSM IP 

Assets B.V.
46 23 Degussa AG 53 8

KIKKOMAN  

CORPORATI

ON

24 1

2

Evonik 

Degussa  

GmbH

47 1
Ajinomoto 

Co.,  Inc.
11 25

NIPPON 

SHINYAKU 

CO.,LTD

22 0

3 Degussa AG 43 5
Novozymes 

A/S
22 7

KIRIN 

BREWERY 

COMPANY

19 0

4
Ajinomoto 

Co.,  Inc.
10 25

DSM IP 

Assets B.V.
11 10

PATENTBUR

EAU CO LTD
17 0

5
Novozymes 

A/S
22 4

Novozymes 

North  

America

22 7

ASAHI 

BREWERIES, 

LTD.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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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통 발효식품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9년 182건까지 증가추세를 

보인 후 '10년 73건으로 감소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G-003 그 밖의 알코올 음료의 제조 299

C12N-001
미생물, . 원생동물；그 조성물 (원생동물, 박테리아 는 바이
러스 기원의 물질을 포함한 의약품 제재

111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부터의 물질을 
함유하는 구조 미지의 의약품 제재   

64

C12J-001 식 ; 조제; 정제 63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33

C12P-007 산소원자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제조 31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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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연구기 의 활동이 두르러지며 한국식품연구원이 

1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식품연구원 19
디에스엠 아이피 어셋

츠 비. 이.
5 (주) 두산 12

2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8
이 아이 듀폰 디 네모

아 앤드 캄 니
4 (주)한국야쿠르트 5

3 북 학교 산학 력단 5 두원발효㈜ 4 씨제이(주) 4

4 동국 학교 산학 력단 4 (주)천년약속 4 씨제이제일제당(주) 4

5 고려 학교 산학 력단 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구성요소  통발효식품의 세계 기술경쟁력은 50.15로 효소  특허 유산균 

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를 살펴보면, 효소  특허 유산균(1.022), 통발

효식품(0.968) 순서로 효소  특허 유산균의 기술 활동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통발효식품 1.52 50.15 1.03 - - 0.97 

효소  특허 유산균 0.66 32.85 0.98 - - 1.02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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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통 발효식품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효소  특허 유산균이 1.07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통발효식품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를 살펴보면 통발효식품과 효소  특허 유산균이 500이상으로 기

술 독  수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단되며,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기술 

보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통발효식품 432 0.89 569.33 

효소  특허 유산균 83 1.07 560.00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통발효식품 - 0.97 0.89 569.33  

효소  특허 

유산균
- 1.02 1.07 560.00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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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발효식품과 효소  특허 유산균의 소기업 합성이 평균이하로 분석되었으

며,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는 동 략제품 가운데 통발효식품인 것으로 

악됨

   - 기술성숙도의 경우 효소  특허 유산가 2.2 으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기술경쟁력지수가 1 으로 기술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통발효식품과 효소  특허 유산균 모두 1 으로 기존 기업들

의 독 도가 높으며 기술확보지수는 효모  특허유산균이 2 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통발효

식품
1 3 1.8 4 1 2.5 2.22

효소  

특허 

유산균

1 4 2.2 2 1 1.5 1.7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점으로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가짐

3. 산업분석

가. 니즈분석 

□ 자동화 생산 공정 도입 확 를 통한 비용 감

 → 시장니즈1: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김치와 통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장류의 경우 생산자동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해 구조 으로 비용 상승 요인을 안고 있음.

 ○ 김치는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최종 속 넣은 단계를 제외한 부분의 단계에서의 자

동화 설비 구축이 필요함. 장류도 메주 성형과 건조 등의 단계를 포함해 자동화 

설비 개발이 요구됨.

 

□  발효조   품질균일화를  미생물 개발

 → 시장니즈 2: 품질향상, 표 화  량생산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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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효미생물의 발효 특성과 상호길항작용에 한 기작을 규명하여 유통기간의 연장

과 품질향상 등에 기여함으로써 내수는 물론 수출 증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발효식품의 생  제조 공정 확립

 → 시장니즈 3: 식품안 성 확보 

 ○ 통방식에 의해 소기업에서 제조하는 김치, 장류, 식 , 통주 등은 기업에 

비해 생측면에서 열악함. 소비자들의 이들 통식품 생문제에 해 높은 우려

를 지니고 있음.

 ○ HACCP 등을 도입하여 통발효식품의 생  제조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수

요를 창출하고 수출수요에도 극 으로 응할 수 있음.

□ 발효식품의 기능성 탐색  발굴 강화

 → 시장니즈 4: 고부가치 창출

  

 ○ 통발효식품의 발효단계별 양  우수성을 규명하여 수요를 증 시키고, 다른 

나라의 발효식품과의 품질과 기능성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통발효식품의 건강 

기능  우수성을 홍보하여 로벌 식품으로의 발 을 도모함.

 ○ 발효식품의 안 성  기능성 평가를 한 동물실험  인 라를 구축하고, 통

발효식품의 인체 용실험을 확 하여 과학  우수성을 입증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통 발효식품과 효소  특허유산균의 상  시장인 발효 제품 시장보고서를 활용

하여 시장을 추정하고자 함. 

 ○ 발효 제품 시장의 규모는 2009년 약 170억 달러에서 2014년 약 239억 달러로 성장

이 상되며 연평균(CAGR) 7.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아미노산 련 발효제품의 경우 2010년 약 59억 달러에서 2014년 약 84억 달러

로 연평균(CAGR) 9.2% 성장이 기 되고, 비타민류 련 발효제품은 2010년 약 

23억 달러에서 2014년 약 22억 달러로 연간 0.9% 감소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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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09. 6, World Markets for Fermentation Ingredients

[발효 제품 시장 망]

 ○ 최근 들어 생활환경  주거의 변화에 의하여 김치류, 장류, 젓갈류 등 발효  효

소 련 식품에 한 가정내에서 제조 비율은 어들고 시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

고 있는 추세임. 

 ○ 막걸리, 김치 등의 통음식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 장류, 젓갈류 

등 다양한 발효식품에 한 해외의 심이 증하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

은 높은 것으로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통발효식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5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 통발효식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효소  

특허유산균

미생물 3821.00-0000

효소- 네트와 이들의 농출물 3507.10-0000

트립신 3507.90-1010

통 

발효식품

된장 2103.90-1010

김치 2005.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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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립신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수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김치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98.4 Mil$), 수입(102 

Mil$) 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균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효소  

특허유산균

미생물 1.48 0.81 0.24 0.16 0.69 12.32 16.66 21.82 23.63 27.98

효소- 네트

와 이들의 

농출물

- 0.01 0.02 - - 0.17 0.17 0.19 0.18 0.17

통 

발효식품

된장 8.95 10.15 9.08 5.58 6.11 3.31 3.44 4.36 3.80 3.90

김치 - 75.31 85.30 89.39 98.36 - 110.17 112.72 66.34 102.02

(단 : Mil$) 

 ○ 유김치, 미생물, 효소 네트  농축물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된장으로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김치, 미생물, 효소 네트  농축물 등

   - 수출 특화 분야 : 된장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효소  

특허유산균

미생물 -0.79 -0.91 -0.98 -0.99 -0.95 수입 특화

효소- 네트와 

이들의 농출물
- -0.90 -0.81 - -0.96 수입 특화

통 

발효식품

된장 0.46 0.49 0.35 0.19 0.22 수출 특화

김치 - -0.19 -0.14 0.15 -0.02 수입 특화 환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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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composite,  state, both, cell, equal, making, sulfur, electro, active,  Silanylamine, selected, 

consisting, together, iron, contaminants, ion, fillers,  antimicrobial, incorporating, flow, 

filtering, solvents

CR_2
ceramic, powder, Sheet, body, ratio, group, apparatus, matrix, EL,  colors, plurality, 

emission, Sheet, paste, electronic, component

CR_3 electrode, substrate, formed, first, display, pattern, array,  panel, electrodes

CR_4 current, reduced, Amorphous, higher, reducing, top, hole, element,  pixels

CR_5
unit, third, filter, arranged, structure, transport,  phosphorescent, efficiency, luminescent, 

electroluminescence, materials, milk,  fermented, foods, level

CR_6
layer, light, organic, emitting, electro, luminescent,  transporting, complex, transition, 

highly, range, luminescentratio, aperture,  formation, different, flat, range, wavelength, emit

CR_7
Step, obtained, temperature, temperature, solvent,  components, Silicon, excellent, capacitor, 

conductive, matrix, black, signal,  holes, pads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통발효식품 분야 포지션맵 작성 

[ 통발효식품 분야 포지션맵]

 ○ 통발효식품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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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gate, Source, data, insulating, transistor, crystal, pattern,  pixel, pad, portion, photo, resist, 

treatment, heat, polymer, arranged, respective,  sub

CR_9

Metal, used, devices, complex, hole, constraining, hard, board,  reagent, instant, terpineol, 

thermistor, Zr, General, liner, opal, tools,  disclosure, ligno, cellulosic, stilbenoid, Cotton, 

temporarily, methylene,  Opto, electronic, digester, membrane, modulation, Brønsted, fruit, 

dark, speed,  independent, administration

CR_10
weight, resin, contains, carbon, agent, water, particles,  selective, buffer, acid, composite, 

transparent, portions, disclosed, time

CR_11 charge, characteristics, voltage, low, injection, organometallic,  suitably, enabling, complexes

CR_12
body, substantially, include, coating, Silicon, Step, element,  region, electron, selective, 

reflection, molecules, polarized, organometallic,  wt

CR_13
transporting, purity, emits, Mixed, obtain, circuit, part,  reddish, current, weight, 

compositions, tape, electro, luminescent, white, one,  EL, Metal, ceramic, gate

CR_14
portion,  along, transparent, form, removed, exposed, parts, mask, small, underlying,  

amount

CR_15
waveguide,  fabry, photo, induced, manipulation, microtoroidal, nanotube, wave, guides,  

cavities, photonic, emitting, material, same, method, electrode

CR_16 pixels, lines,  connected, surface, injection, electrical, fluorescent, capable

CR_17

group,  Formula, composition, Substituted, charge, tape, preform, milling, earth, cut,  

represents, wiring, mineral, batch, actuator, fluxing, double, blend, magnet,  pigment, 

constraining, oil, period, sealant, cation, dopant, Plastic, output,  alcohol

CR_18 emission,  elements, forming, photo, resist, etching, deposited, conductor, located, removed

CR_19

emission,  elements, forming, circuit, optical, predetermined, stacked, OLED, emissive,  

coupled, inner, photo, resist, etching, deposited, conductor, located, removed, wt,  

dielectric, copper, sheets, sintered, production, print, leaves, shape

CR_20 pad, ohmic,  drain, contact, wire

CR_21 apparatus,  treatment, deposition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효소  특허유산균

당알코올 처리를 한 zymase 활용기술

유산발효  가루를 이용한 칼로리 통 떡 개발 기술

특수용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개발 기술

버퍼를 활용한 유산균의 선택 사용  수분생성 제어기술

항균활성이 뛰어난 고추냉이를 이용한 효소  유산균 개발

미네랄을 첨가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장내활성물질 개발 기술

통발효식품

청국장 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 제조기술

나 에 용매를  활용하여 콜 스테롤과 노폐물의 제거 효과가 있는 시틴 추출기술

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  미생물의 작용기  구명 기술

통발효식품인 장류에서 세포막분리에 우수한 균주 분리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 

개발 기술

통발효식품인 청국장을 이용한 체질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 기술

천연추출물 활용을 한 필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조미식품 제조기술

유기농 매실원액을 이용한 통발효식품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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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효소  

특허

유산균

당알코올 처리를 한 zymase 활용기술

유산발효  가루를 이용한 칼로리 통 떡 개발 기술 10% 8%

특수용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개발 기술 10% 8%

버퍼를 활용한 유산균의 선택 사용  수분생성 제어기술

항균활성이 뛰어난 고추냉이를 이용한 효소  유산균 개발

미네랄을 첨가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장내활성물질 개발 기술 10% 8%

통

발효

식품

청국장 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 제조기술

나 에 용매를  활용하여 콜 스테롤과 노폐물의 제거 효과

가 있는 시틴 추출기술

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  미생물의 작용기  구명 기술 50% 38%

통발효식품인 장류에서 세포막분리에 우수한 균주 분리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 개발 기술
20% 8%

통발효식품인 청국장을 이용한 체질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 

기술
20% 15%

천연추출물 활용을 한 필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 제조

한 조미식품 제조기술
30% 23%

유기농 매실원액을 이용한 통발효식품개발 기술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4기업의 결과 임.

 ○ 통발효식품 분야에서 ‘ 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  미생물의 작용기  구명 기

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50%가 보유하고 있으며, 38%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천연추출물 활용을 한 필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조미식품 

제조기술’은 보유 기술(30%), 소기업형 기술(23%)라고 응답하 으며, ‘ 통발효

식품인 청국장을 이용한 체질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 기술’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15%)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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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통발효식품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고추장, 된장, 간장, 당귀, 건피, 건율, 식 음료, 조미식품, 과일  채소 임식품, 김치, 깐
밤, 청국장, 청국장발효, 옻된장, 옻간장, 배추김치, 홍삼 마실러스환, 청국장분말, 홍삼분말, 

임 발효식품, 조미료, 식품첨가물 제조, 발아 미, 미생물제제, 오색떡국 유기농 류, 포장두
부, 장, 된장

해외 기업

국내 기업

기업 풀무원, CJ, 동서식품, 풀무원, 

소기업
진이식품, 원일식품, 유한메디카, 유니젠, 진바이오텍, 나라엔텍, 성원식품, 삼화식품공사, 자혜
식품공사, 세복식품, 상미식품, 진로발효, 선인, 씨제이 시웨이, 이씨춘천, 세우, 별미식
품사, 삼보식품

 ○ 통발효식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조사된 소기업들은 완제품 단 의 제품을 기업과 소기업류의 업체에 납품 

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것으로 나

타남.

   - 소기업에 매하는 비 을 100%라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기업의 23%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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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통발효식품 분야의 소기업

의 다수 업체는 배추와 같은 원재료를 구매한 후 가공  제조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효소  

특허유산균

당알코올 처리를 한 zymase 활용기술 특

유산발효 가루를이용한 칼로리 통 떡 개발 기술 특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특수용도별 가수분해효소 개발 기술

버퍼를활용한유산균의선택 사용  수분생성 제어기술 특

항균활성이 뛰어난 고추냉이를 이용한 효소  유산균 개발

미네랄을 첨가한 유산균을 이용하여 장내활성물질 개발 기술 특

통발효

식품

청국장 분말을 이용한 항산화식품 제조기술 특

나 에 용매를 활용하여 콜 스테롤과 노폐물의 제거 효과가 있는 시틴 추출기술 특

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  미생물의 작용기  구명 기술 특

장류 유용균주 개발  생리활성 물질 분리 추출 기술

통발효식품인 청국장을 이용한 체질개선 건강기능식품개발 기술 특

필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천연추출물 조미식품 제조기술 특

유기농 매실원액을 이용한 통발효식품개발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미생물 발효, 작용기  규명 등의 기  기술과 산업화를 한 품질 리, 생산 등의 

요소기술이 필요한 을 고려하여, 구체 인 기술 벨이더라도 범용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참여 기업이 많은 것은 포함하도록 함. 단, 기술 범 가 좁아 특정 기업만

이 해당되는 기술은 삭제  조정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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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효소  특허유산균
유산발효 가루를이용한 칼로리 통 떡 개발 기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특수용도별 가수분해효소 개발 기술

통발효식품
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  미생물의 작용기  구명 기술

장류 유용균주 개발  생리활성 물질 분리 추출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효소  

특허유산균

유산발효 가루를이용

한 칼로리  통 떡 

개발 기술

가루유산발효균

주선발,발효최

조건, 칼로리

통떡제조기술 

가루 

유산발효균주 

선발   

량 

발효조건 

확립

칼로리 

통떡 

제조기술  

개발

산업  

제품생산  

상용화

유산발효 

가루 

제조기술   

그것을 이용한 

칼로리 통 

떡 개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특수용도별 

가수분해효소 개발 

기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특수용도별 

가수분해효소 

량생산기술, 

효소특성  최  

활성 조건규명

특수용도별 

가수분해효소 

량생산기술  

개발

효소별 특성 

 최 활성 

조건 구명

량생산시

스템개발  

 상용화 

탄수화물,지질

단백질의특수용

도에 합한가수

분해효소 량생

산기술개발 

통발효식

품

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  미생물의 

작용기  구명 기술

통발효식품 

주요 미생물  

동정, 발효 

사산물 확인  

작용기  구명

통발효식품

의 주요 

미생물 동정

발효 

사산물 

확인  

작용기  

구명

　

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  

련 주요  

미생물의 

작용기  구명

장류 유용균주 개발  

생리활성 물질 분리 

추출 기술

장류의 유용균주 

탐색   선발, 

생리활성물질 

탐색  동정, 

량 분리, 

추출기술

장류의 

유용균주 

탐색  선발

생리활성물질 

탐색  동정

활성물질 

량 분리 

 

추출기술개

발

장류 생산 주요 

균주 개발  

련  균주 

생리활성 물질 

구명/분리추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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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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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및 자원관리 솔루션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클라우드 컴퓨 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으로 IT자원(SW,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

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 을 의미함.

 ○ 클라우드 컴퓨 은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서비스  응용(SaaS), 클라우

드 랫폼(PaaS), 클라우드 인 라(IaaS)로 분류됨.

   -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는 클라우드 경량 단말 랫폼 기술, 클라우드-모바일 기술, 

클라우드 푸시(push) 에이 트 등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활용을 한 클라이언

트 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응용은 클라우드 컴퓨 의 다양한 서비스  응용이 애 리

이션 는 소 트웨어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한 기술

   - 클라우드 랫폼은 사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랫폼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기술

   - 클라우드 인 라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사용자에게 서비스 형

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컴퓨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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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은 클라우드 컴퓨 에서 클라우

드 상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자원을 제공하기 한 클라우드 인 라 기술임.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에서 가상화를 한 기술은 입

출력 장치의 가상화, 컴퓨  시스템의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로 분류되며, 

자원 리 기술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원 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리, 클라우드 

시스템 리 등의 기술로 분류됨.

(1)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 입출력 장치 가상화는 입출력 장치의 가상화 기능을 하드웨어로 제공하기 한 입

출력 연결망  정합장치와 가상화를 한 기술로 이에 한 개발이 필요

   - 컴퓨  시스템 가상화는 시스템 가상화를 한 가상 머신과 하이퍼바이  간의 

인터페이스, 가상 머신 포맷 등에 한 표   CPU 내 칩셋 자체에서 제공하는 

가속화(멀티코어 CPU 다 처리 가상화) 기술을 최  활용하여 가상화 환경에서 

컴퓨  자원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한 기술로 이에 개발이 필요

   -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은 분산 이기종의 다양한 장장치를 묶어 거 한 로컬 블

록 장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블록 단  제어 인터페이스 표   분

산 이기종의 다양한 장장치를 묶어 하나의 일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

술 개발이 필요함.

(2)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자원 리

 ○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원 리는 사용자에게 할당된 네트 크 자원에 표  형식, 

클라우드 센터 간 자원 이동을 한 메시지 교환 방식, 이동을 한 인터페이스에 

한 기술로 이를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클라우드 스토리지 리는 이종의 다양한 DBMS를 표 화된 방식으로 근하여 사

용하기 한 기본 인 기능을 제공하는 API 표   사용자에게 할당된 가상화된 

스토리지에 한 메타데이터 정의 형식, 사용 데이터 이동  근을 한 메시지 

교환 방식, 가능성에 한 쿼리 방식 등에 한 기술로 이에 한 기술 개발 필요

   - 클라우드 시스템 리는 자원 로비 닝(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에 한 자

원 로비 닝을 한 인터페이스 기술), 가상머신 리 기술(클라우드 센터 상의 

가상 머신 간의 인터페이스, 가상 머신 클라우드 센터 간 이동을 한 메시지 교

환 방식, 가능성에 한 쿼리, 이동 인터페이스에 한 기술), 자원 모니터링 기술

(클라우드 센터 간 자원 상황에 한 모니터링 취합 데이터 형식, 취합 인터페이

스, 상황 검을 한 특정 자원에 한 쿼리 인터페이스에 한 기술)로 이에 

한 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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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를 한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제공을 한 가상화 기술로 입출력 장치의 가상화, 

컴퓨  시스템의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들로 한정함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자원 리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자원 리는 클

라우드 서비스 환경 제공시 자원 리를 한 기술로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원 

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리, 클라우드 시스템 리 기술로 한정하여 기술함

2. 기술(특허) 분석29)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의 상특허 5,75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 43.6%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29.4%, 한국 19.9%, 유럽 7.1% 등의 

순서로 고르게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29)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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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603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601

G06F-003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

의것 
545

G06F-019
메모리 시스템 는 아키텍쳐 내에서 액세스, 어드 스 지정 는 할당(정보기

억 일반 G11)
435

G06F-009

기억장치, 입력/출력장치 는 앙처리장치 사이의 정보 는 다른 신호의 

상호 속 는 송(특정의 입력/출력장치를 한 인터페이스회로 G06F 3/00; 

멀티 로세서시스템 G06F 15/16; 디지털정보 송일반 H04L; 선택 H04Q)

301

G09B-005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

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

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197

[IPC 분류별 황]

 ○ 해외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삼극특허 출원건수

가 가장 많으며, 유럽은 비삼극 특허 비 삼극특허의 출원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HITACHI, 

LTD.
0 30

HITACHI, 

LTD.
105 40 Fujifilm 112 6

2
Microsoft  

Corporation
7 19

Microsoft  

Corporation
88 25 Hitachi ltd. 91 10

3
Intel 

Corporation
5 15

VMWARE, 

INC.
72 2

NEC 

corporation
91 2

4

Cisco 

Technology,  

Inc.

12 2

Sun 

Microsystems

,  Inc.

57 2 Canon Inc. 34 2

5

INFORTREN

D  

TECHNOLO

GY, INC.

8 0
Intel 

Corporation
46 7

Toshiba 

Corporation
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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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9년 127건으로 최고 출원을 보 으나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
태의것 

157

G06F-015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G06F 17/00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 , 감독 는 측을 목 으
로 하는 것에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109

G06F-019 송경로의 다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한 배치 (다 통신 일반 H04J) 66

G06F-009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30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
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
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20

G06F-021

부정행 로부터컴퓨터와컴퓨터시스템을보호하기 한보안장치(멀티 로그래
9/46;허가받지않은메모리사용에 한보호12/14;부호화된ID카드 는신용카드에
의해작동하는지불장치G07F7/08; 앙국에의해감시되는도난방지설비G08B26/00;
비 는안 한통신H04L9/00;데이터교환네트워크H04L12/00) 

18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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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에서는 삼성 자가 79건으로 출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 고, 학/연구기 에서는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99건으로 가장 많

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

연구원
99

소 트포럼

주식회사
3

삼성 자

주식회사
79

2 한국과학기술원 10 펌킨넷코리아 (주) 2 주식회사 이티 40

3 자부품연구원 8
주식회사

디지탈밸리
2

엘지 자

주식회사
32

4
연세 학교

산학 력단
4 주식회사 웹투폰 2

주식회사

이티 리텔
6

5
경북 학교

산학 력단
4

주식회사

해강정보기술
2

엘지노텔

주식회사
6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의 구성요소 에  세계 

비 기술경쟁력은 평균 0.015으로 나타났으며,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시스템 리 솔루션(0.024)인 것으로 분석됨

 ○ 동 략제품의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는 기  값 1을 후로 보통 수  이상의 기

술활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가상 인 라 솔루션 1.02 559.11 0.56 - - - 

장시스템 솔루션 1.12 458.80 0.97 0.18 0.002 1.46 

병렬분산처리/

데이터 리 솔루션
0.91 386.74 1.42 0.59 0.021 0.81 

시스템 리 솔루션 0.98 960.34 1.08 1.76 0.024 0.6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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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를 살펴보면 장시스템솔루션(1.32), 시스템 리솔루션

(1.05), 병력분산처리/데이터 리 솔루션(0.96) 등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동 분야에 

한 연구 주체들의 기술 확보 노력이 가장 큰 것으로 단됨

 ○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

보면 4가지 구성요소  장시스템 솔루션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 략제품은 반 으로 다수의 연구주체에 의하여 특허

가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가상 인 라 솔루션 3,109 0.71 723.73 

장시스템 솔루션 4,288 1.32 735.47 

병렬분산처리/데이터 리 솔루션 3,268 0.96 359.14 

시스템 리 솔루션 8,219 1.05 222.3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가상 인 라 솔루션 - - 0.71 723.73 

장시스템 솔루션 0.00 1.53 1.32 735.47 

병렬분산처리/데이터 리 

솔루션
0.02 0.84 0.96 359.14 

시스템 리 솔루션 0.02 0.66 1.05 222.38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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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클라우드서비스 황견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

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구성요소 모두는 평균 1.65로서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는 장 시스템 솔루션이 2.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클라우드서비

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의 수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를 보면, 병렬분산처리/데이터 리 솔루션과 시스템솔루

션이 2.5 으로 상 으로 높았고 반 인 기술독 지수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가상 인 라  

솔루션
1 1 1 1 1 1 1

장시스템 

솔루션
1 5 2.6 1 1 1 1.64

병렬분산처리/

데이터 리  

솔루션

1 2 1.4 3 2 2.5 2.06

시스템 리 

솔루션
1 1 1 2 3 2.5 1.9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기술

시장 니즈 1 : 입출력 장치 가상화 기술  

 ○ 미들웨어  시스템 소 트웨어 수 에서 제공되는 가상화 기능을 하드웨어가 직

 제공함으로서 시스템 부하를 이고 하드웨어의 활용성을 극 화하기 하여 

PCI-SIG에서는 2006년부터 입출력 가상화(I/O Virtualization: IOV) 기술에 한 

표 화 작업을 진행하 으며, 2007년 3월 IOV 표  규격  하나인 Address 

Translation Services 11 표 이 발표되었고 재 Single Root IOV  Multi-Root 

IOV 표  규격에 한 PCI-SIG 회원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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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출력 가상화 기술 분야는 재 새로운 표  규격 제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PCI-SIG 표 화 단체의 활동에 극 참여함으로서 국제 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의 고유 기술을 국제 표 에 극 반 할수 있도록 함

 ○ 한국 자통신연구원에서는 “공공R&D 기술기반 벤처육성” 사업의 일환으로입출력 

장치 가상화 기술의 근간이 되는 PCI-Express 11 표  기반 코어를 개발하 고 

PCI-SIG의 인증을 받았음

 ○ 향후 SR-IOV(Single Root IO Virtualization)의VF(Virtual Function)의 다른PF 

(Physical Function)로의 이식성 문제 등의 이슈 심의 기술 개발  아키텍처 설

계가 필요함

시장 니즈 2 : 컴퓨  시스템 가상화 기술

 ○ 재 국내에서는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상화 엔진Hypervisor)'에 

한 기술 개발에 보다 심을 기울여 클라우드 활성화에 따른 기술 종속에서 탈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 함

 ○ 공개 소 트웨어를 활용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지닌 VMware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 자원과 가상화 층과의 인터페이스 표 에 한 호환성을 지닌기술 개발 추진

이 필요함

 ○ 가상화가 용된 시스템 자원을 상으로 통합 시스템 자원 리를 가능하게하기 

해서 시스템 리 표 을 용한 가상 인 라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되어야 함

시장 니즈 3 :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 재 해외에서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은 업계 심이며 특히 스토리지 가상화 분야

는 표 화에 한 기획 단계로 평가됨.

 ○ 국내에도 단일 인터페이스로 가상화된 분산 장 장치에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요구됨

 ○ 스토리지 가상화의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기 단계이며 국외에서는 이를 한 블

록 단  제어 인터페이스  일시스템 스토리지 가상화는 약2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외 기업과 력하여 국내 표  개발  국제 표  공조 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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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원천 기술은 해외에서 IPR을 확보한 것으로 단되는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장 장치간 표 화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장 장치 통합 시스템 등의 특화된 

분야에 해서 IPR 확보 추진이 요구됨

 ○ 국내의 개발 표 화 단계는 시작 단계에 있음 이에 해외 개발사례를 참조하여 국

내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을 표 화하는 략이 필요함

 ○ SNIA에서 련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표 화를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이를 기

반으로한 기술개발이 요구됨 한 공  표 기구에서는 이에 한 개발이 기단

계이므로 국내 표 을 조속히 개발하여 국제 표 화를 진행하여 국제 인 표 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2)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자원 리 기술

시장 니즈 1 :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원 리 기술

 ○ 2010년 국내 TTA PG420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국외 표 을 극 추

진 임

 ○ 국외에서도 표 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고 표 화 작업을 선도하고 있는ISO, 

ITU, Cloud Computing Use Case Discussion Group 등의 추이 분석이 필요함

 ○ 국내외의 상용화 제품에 한 면 한 분석을 통해서 표 화 항목의 도출이 필요하

며 정부의 정책  의지도 필요한 분야임

시장 니즈 2 : 클라우드 스토리지 리 기술 

 ○ 국내외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에 한 상세한 분석( 재까지 구 된 기능뿐만 아

니라 앞으로의 로드맵까지 함께 분석) 필요

 ○ 기존 웹하드 기반 데이터 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 스토리지 련 서비스에서 상호 

데이터 교환을 해 진행된 활동 악  데이터 이 에 련된 주요 이슈 악을 

통한 기술 개발 필요

 ○ 국내에서는 TTA의 클라우드 컴퓨  PG를 통해 국내 표 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

제 으로 스토리지에 한 표 을 다루고 있는 SNIA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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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슈를 제안하여 국제 표 화에 응 필요

시장 니즈 3 : 클라우드 시스템 리 기술 

 ○ 재 국내에 클라우드 시스템 리에 한 표 화 기구에서는 언 이 되고 있지 

않음

 ○ 클라우드 시스템 리는 국내에는 기단계이며 국외에서는 이를 한 가상머신 

자원 로비 닝 등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약2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

으며 국외 기업과 력하여 국내 표  개발  국제 표  공조 략이 요구됨

 ○ 시스템 리에 있어서 시스템에 의존 인 부분은 사업자별로 개발하고 클라우드 

자원을 공유하거나 데이터 이동을 한 분야에 해서 IPR 확보 추진이 요구됨

 ○ 국내의 개발 표 화 단계는 시작 단계에 있음. 이에 해외 개발사례를 참조하여 국

내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을 표 화하는 략이필요함. 따라서 조속히 국내의 표

을 개발하고 련된 다국  기업들과 력하여 국제 표 화를 추진하는 략이 요

구됨

 ○ DMTF에서 주도 으로 표 화를 하고 있으므로 국내 DMTF 참여사를 심으로 

표 화가 필요함. 한 공  표 기구에서는 이에 한 개발이 기단계이므로 국

내 표 을 조속히 개발하여 국제 표 화를 진행하여 국제 인 표 을 주도할 필요

가 있음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시장 보고서에 수록된 개인용 클라우드(Private Cloud) 컴

퓨  망에 따르면 2011년 434억달러에서 2014년 854억달러로 연평균(CAGR) 

25.1% 성장이 상되고 있음

  - 공공용 클라우드(Public Cloud) 컴퓨 은 연평균 27.3% 성장하여 2014년에는 29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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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Wintergreen Research. 2010.04, Cloud Computing Virtualization Market Strategies, Shares and Forecasts

[클라우드 컴퓨  시장 망]

 ○ 클라우드 컴퓨 은 하드웨어, 소 트웨어 등 IT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

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 을 지불하는 형태로 국내 지식경제부 등 계 부처가 

2014년까지 6천 146억원을 투자, 클라우드컴퓨  시장 규모를 2조 5천억원으로 

키우고 세계 시장 유율 10%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이어서 향후 시장 

확 가 상됨  

   - 지난 2010년에는 LG CNS, 삼성SDS, KT, 삼성증권, LIG손해보험 등 기업이 데

스크톱 가상화를 도입한데 이어 근로복지공단, 교육과학기술부, KEPCO, 국방부, 

건강보험 리공단, 한국농어 공사 등의 공공기 , 다음,  NHN 등 견기업들도 

데스크톱 가상화를 도입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기업에서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

로 망됨  

 ○ 보고서에 수록된 클라우드 시스템  인 라스트럭처의 시장 망에 따르면 개인

용 클라우드 시스템은 2011년 255억 달러에서 2014년 492억 달러로 연평균 

(CAGR) 22.5% 성장이 상되고 있음

   - 공공용 클라우드 시스템은 연평균 36.5% 성장하여 2014년에는 115억달러의 시장

을 형성 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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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Wintergreen Research. 2010.04, Cloud Computing Virtualization Market Strategies, Shares and Forecasts, 

Worldwide, 2010-2016

[클라우드 시스템  인 라스트럭처 시장 망]

 ○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융산업에서도 데스크탑 가상화, 데이터센터 자동화 

등을 통한 라이빗 클라우드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 음

   - 클라우드 시장은 체 ICT 시장의 40%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고, 간

으로는 통  IT 서비스 유통 시장에 향을  것으로 측됨

 ○ 개인용은 모바일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 이 본격 으로 도입될 망임

   -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방  확산과 4세  통신망(LTE) 도래, Web OS 등

의 등장으로 개인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나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있게 되었음

 ○ 국내에서는 주요 포털업체와 이동통신사 이외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 컴

퓨  사업 참여를 추진 임 

   - 해외의 경우 애 , 구 , 델, IBM 등을 심으로 로벌 IT 업체들 간의  형 

인수·합별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의 확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망됨

(2) 무역 황 분석

□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무역품목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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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가상 인 라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장시스템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병렬분산처리/데

이터 리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시스템 리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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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

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

료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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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

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 포지션맵 작성 



콘텐츠⋅SW

- 545 -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torage data virtualization virtual system first packet graphicshost plurality accesswire  
intelligence snapshot speed Fibre scalable iSCSI global infrastructure  deployment

CR_2
processor set program process communicationresources hardware multiplemanager 
local  engine

CR_3
memory address interface resources switchlayer number TableSAN translation 
performs  functions allowing

CR_4
relocation necessity subsystems impossible compliance carried case nonvirtualelement  
elements Techniques security apparatuses circuit command frame primary VM code 
transmit wireless

CR_5
file disk storing space remote connection cluster adapter workflowcall distinct  
operator context states directory installation library metadata customer bandwidth 
sitedatabase status automatically creating

CR_6
environment providing includeblock volumes available operations new 
applicationsdriver point component communicationsmedia computers external entry

CR_7 Table addresses differentsettings privilege virtualize

CR_8 first second device serverdevice information computernode nodes layer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 포지션맵]

 ○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는 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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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unit controller area monitoringwireless mobile switched signals Interrupt value call 
appliance VNIC enterprise drives wire

CR_10 request response receivedworkflow target identifier channel

CR_11
ports third identifying store controllingconsumption equivalent tape predictive  
printed save modifies failing technologies storages situations rule differential modifier

CR_12
communication service environment usedlink group database objectmonitor order 
time

CR_13 target migration determined manager ports linkpacket packets node port file

CR_14
graphics conflicts replacement region tag content stream attack power embedded  
topology front element fluidcluster failure event

CR_15 display monitored sensors designatedidentifier identification message Source

CR_16 information apparatus hostlayer number Table

CR_17 performance determine state platformobject medium selected media policy

CR_18
engine subsystem High transfertag VLAN base TCP indication carrier forming  
completion communicates Test gaming blade plan

CR_19
server management volume memoryadapter assigned image driver IP resource 
guestguest virtualizing running performance blockimage mapped portion shared

CR_20 switch connected input unit request failover processor

CR_21 port path module destination

CR_22
surface platter mainframe dummy XOR SMP Tester defect equally package SVM pipe 
domains EMS fields Windows bladed aircraft transformation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가상 인 라 
솔루션

가상 장치 컨텍스트 리 솔루션 제작 기술

비즈니스 인 라 스트럭처 가상화 솔루션 개발 기술

이종 랫폼간 상호 운 성 지원 기술

가상화 기술에 필요한 디바이스 연결 driver 설계 기술

모바일환경 가상화에 필요한 마이크로 커  기술

장시스템 
솔루션

개방형 네트웍 장장치 솔루션 기술

원본 데이터를 동 으로 재구성하여 유기 으로 연계ㆍ처리  하는 기술

가상 머신에 할당된 자원  운 체제, 사용 서비스 등에 한 메타 데이터 
리 기술

용량 서비스를 한 일 스토리지 서비스 설계 기술

이기종 DB 사이의 온라인 공유를 한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 스토리지 기술

병렬분산처리/데
이터 리 솔루션

스토리지서 시스템간의  데이터 재배치 기술

트랜잭션 가상화기술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시스템처리 속도 향상을 한 IP 기반 서비스 통합  
리 기술

시스템 리 
솔루션

임워크 솔루션 개발 기술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기술

가상머신 마이그 이션

분산 시스템 리소스를 리하기 한 유무선 통합 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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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가상 
인 라 
솔루션

가상 장치 컨텍스트 리 솔루션 제작  기술 14% 7% 7% 14%

비즈니스 인 라 스트럭처 가상화 솔루션 개발 기술 7% 7% 7% 7%

이종 랫폼간 상호 운 성 지원 기술 7% 7% 7% -

가상화 기술에 필요한 디바이스 연결 driver 설계 기술 7% - - 7%

모바일환경 가상화에 필요한 마이크로 커  기술 14% 7% 7% 7%

장시스템 
솔루션

개방형 네트웍 장장치 솔루션 기술 29% - 7% 21%

원본 데이터를 동 으로 재구성하여 유기 으로 연계ㆍ처리 하
는 기술

36% - 14% 36%

가상 머신에 할당된 자원  운 체제, 사용 서비스 등에 한 
메타 데이터 리 기술

21% - 14% 14%

용량 서비스를 한 일 스토리지 서비스 설계 기술 29% 7% 14% 21%

이기종 DB 사이의 온라인 공유를 한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 
스토리지 기술

- - - -

병렬분산처
리/데이터 

리 
솔루션

스토리지서 시스템간의  데이터 재배치 기술 7% 7% 7% -

트랜잭션 가상화기술 - - - -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시스템처리 속도 향상을 한 IP 기반 
서비스 통합  리 기술

- - - -

시스템 
리 

솔루션

임워크 솔루션 개발 기술 29% - 7% 21%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기술 14% - 14% 21%

가상머신 마이그 이션 14% - 7% 14%

분산 시스템 리소스를 리하기 한 유무선 통합 리 기술 21% 7% 14% 7%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4기업의 결과 임.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분야에서 ‘원본 데이터를 동

으로 재구성하여 유기 으로 연계ㆍ처리 하는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6%가 보유하고 있으며, 36%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병렬분산처리/데이터 리 솔루션 분야를 제외한 부분의 구성요소는 소기업

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소기업은 가상인 라 솔루션, 장시스템 

솔루션, 시스템 리 솔루션 등을 향후 성장이 상되는 공백기술 분야로 생각하

는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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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클라우드의 가상 인 라 솔루션 개발

   ∙ 차세  장 솔루션 기반 기술개발

   ∙ CMS 기술개발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가상화  자원 리 솔루션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스토리지, 유지정비 솔루션, 도서 리 로그램, 솔루션 서비스, 소 트웨어, KEMS, 네트워
크 리 시스템, 모바일 임베디드 솔루션, 3D 아바타, 웹 3D DVR, 오라클ERP, 디지털 양상
컨텐츠, 담아망

해외 기업
일리테크로지, IBM, 마이크로소 트, 인텔, 시스코, INFORTREND TECHNOLOGY, NEC, 
VMWARE, 도시바

국내 기업

기업 삼성, LG, SK, 이티, 비에스엔씨

소기업
SBA 테크놀러지, EOS, 디지텍시스템스, 성진코리아, 포스비 테크, 나올네트웍, 모아시스, 
공간이엔지, 퓨즈제이앤, 스피드정 , 티엔스, 인피니크, 아이피로드, 트라이디커뮤니 이션, 
비추얼텍, 제이에스 스, 세윤씨앤에스, 넷포유, 매크로그래 , 세기미래기술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S/W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3%의 소기업이 1차 공 자 이상 단계에 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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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

가상  인 라 솔루션

가상화를 한 디바이스 컨텍스트 리 기술

비즈니스인 라스트럭처가상화솔루션 기술

이종 랫폼간 상호 운 성 지원 기술 특

장시스템  솔루션

개방형 네트웍 장장치 솔루션 기술 특

원본 데이터 동  처리기술

가상 머신 메타 데이터 리 기술

용량서비스를 한 일스토리지 서비스 기술

이기종DB사이의 가상 스토리지 기술

병렬분산처리/데이터 리 

솔루션
스토리지서 시스템간의 데이터 재배치 기술 특

시스템  리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을 한 임워크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기술 특

분산 시스템 리소스 유무선 통합 리 기술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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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가상 

인 라 

솔루션

가상화를 한 디바이스 

컨텍스트 리 기술
모듈화

디바이스 

컨텍스트 

분석기술 개발

디바이스 

컨텍스트 리 
　

가상화를 한 

디바이스 

컨텍스트 모듈 

개발

비즈니스 인 라 

스트럭처 가상화 솔루션 

기술

가상화

비즈니스 

인 라스트럭처 

분석   가상화 

요소 개발

인 라스트럭처 

솔루션 기술 

개발

　

비즈니스 

인 라 

스트럭처 

가상화  솔루션 

개발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가상 인 라 솔루션

가상화를 한 디바이스 컨텍스트 리 기술

비즈니스인 라스트럭처가상화솔루션  기술

이종 랫폼간 상호 운 성 지원 기술

장시스템 솔루션

원본 데이터 동  처리기술

가상 머신 메타 데이터 리 기술

이기종DB사이의  가상 스토리지 기술

병렬분산처리/데이터 리 솔루션 스토리지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재배치 기술

시스템  리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을 한 임워크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기술

분산 시스템 리소스 유무선 통합 리 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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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종 랫폼간 상호 

운 성 지원 기술

상호 

연동성

동일도메인에서

의이종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 개발

이종 도메인  

이종 디바이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상호운 성 

지원 기술 개발

이종클라우드간

데이터/서비스

연동을 한인터

페이스(API)

개발

이종 랫폼간 

상호 운 성 

지원 기술 개발

장시스

템 솔루션

원본 데이터 동  

처리기술
　

원본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원본 데이터 

기반 동  

분석/ 리  

기술 개발

　

원본 데이터 

동  처리 기술 

개발

가상 머신 메타 데이터 

리 기술
가상화　

가상머신 통합 

리 기술 개발

메타데이터 

이력 리 

리/응용기술  

개발

　

가상 머신 

메타데이터 

리 모듈  

개발

이기종DB사이의 가상 

스토리지 기술

상호

연동성
　

이기종간 표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분산이기종의다

양한DB연동을

한

스토리지가상화

기술개발

이기종 DB 

사이의 가상 

스토리지  기술 

개발

병렬분산

처리

/데이터

리솔루션

스토리지 서  

시스템간의 데이터 

재배치 기술

스토리지 서  

시스템간 

스 링 기술 

개발

스토리지서 시

스템간

입력데이터동

반 기술개발

스토리지서 시

스템간

데이터재배치기

술개발

스토리지 서  

시스템간의 

데이터 재배치 

기술 개발

시스템 

리 

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을 한 

임워크 기술
　

자원 

로비 닝을 

한 인터페이스  

개발

비즈니스 

솔루션 

임워크 

개발

비즈니스 

솔류션을 한 

임워크  

개발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기술

단일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기술  개발

다양한 이기종 

클라우드 보안 

기술 개발

이기종클라우드

시스템과유무선

클라우드

사용을 한보안

기술개발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기술 개발

분산 시스템 리소스 

유무선 통합 리 기술
　 　

분산시스템  

특정자원에 한 

인터페이스개발

분산 시스템 

리소스 통합 

리 기술 개발

분산 시스템 

리소스 유무선 

통합 리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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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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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언어처리 및 자동통역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지능형 언어처리 기술은 크게 음성처리기술과 언어처리기술로 구성되며 표  핵

심 기술로는 인간의 음성  언어를 분석, 모델링 하여 인간과 컴퓨터가 인간의 언

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자동 

변환하는 자동번역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한 자동통역 기술 등이 포함됨

 ○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은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핵심기술  하나

로서 지능형 정보서비스에서의 사용자 편의성 증 를 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

    - 2008년 CES Keynote Speech 에서 MS의 빌게이츠는 second digital decade에서

는 speech와 touch에 반응하는 natural user interface시 가 열릴 것으로 측함 

 ○ 자동번역  통역 기술은 언어장벽에 의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한 언

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자동 변환해 주는 기술로써, 언어 간 장벽을 허물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자동 통번역 기본 개념도]

 ○ 음성인터페이스  자동통번역 기술은 스마트폰의 주요 활용 분야인 LBS, 상황인

지, 증강 실과 결합하여 여행, 비즈니스, 교육 등 새로운 사업화 모델로 부상함

   - Google은 스마트폰에서의 어/스페인 자동통역 시스템을 세계 최 로 선보이며, 

‘12년이 자동통번역 서비스 확산 원년 고 (※ 자료 : MWC2011 2011.1)

   - 2011년 에릭 슈미트 구  회장 “증강 인류 시 가 열리고 있다” 선언 (증강 인류

(Augmented humanity)의 표  기술이 자동통번역) (자료 : ChosunBiz 2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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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

 ○ 기술 에서의 분류로서 음성처리 분야와 언어처리 분야를 포함함

 ○ (음성처리분야) 음성인식기술, 음성합성기술, 잡음처리기술 등이 포함됨. 음성처리

분야의 세부 기술 범 는 <표>과 같음

기술 분류 세부 기술

음성인식기술

발화 단 , 형태 고립어, 연결어, 연속어, 핵심어, 자연어 등

상 화자 화자종속, 화자독립, 화자 응 등

상 어휘 수 소(1~99), (100~9990), (>=10000)

음성합성기술
합성 방식 음편 합, 통계  라미터

발성 스타일 낭독체, 화체, 감정표  등

잡음처리기술 - 정  잡음 제거, 동  잡음 제거, 음원 분리, 음원 추  등

[음성처리분야 세부 기술 범 ]

 

 ○ (언어처리분야) 언어분석, 화처리, 자동번역, 지능형검색 등이 포함됨. 언어처리

분야의 세부 기술 범 는 <표>와 같음 

기술 분류 세부 기술

언어분석기술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의미분석 등

화처리기술 화이해, 화모델링, 화 리, 화생성 등

자동번역기술 언어변환, 언어생성, 문용어/번역패턴 자동 추출 등 

지능형검색기술 의미기반 검색, 질의응답, 이슈탐지 등

[언어처리분야 세부 기술 범 ]

2. 기술(특허) 분석30)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6,020건 체에 한 

30)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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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의 51.7%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

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

형태의것 
2442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

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758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533

G06F-007
취 하는데이터의순서 는내용을조작하여데이터를처리하기 한방법 는장

치(논리회로H03K19/00) 
383

G10L-015 음성 인식(17/00이 우선) 238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

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

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

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212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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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반 로 출원건수 비 삼극특허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 

됨. 특히 Microsoft Corporation이 미국과 유럽에서 강세를 보임.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ICROSOFT  

CORPORATION
15 65

Microsoft 

Corporation
307 73 NEC corporation 52 0

2

SIEMENS 

AKTIENGESELL

SCHAFT

49 13

Oracle 

International  

Corporation

147 9 Fujifilm 28 1

3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6 32

Cisco 

Technology, 

Inc.

42 0
Toshiba  

Corporation
24 1

4

SAMSUNG 

ELECTRONICS 

CO., LTD.

12 15

CANON 

KABUSHIKI 

KAISHA

27 6
Ricoh company 

ltd.
21 0

5 SOFTWARE AG 15 0
Bea Systems, 

Inc.
29 2 Panasonic 11 9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2) 국내동향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0

년 141건 피크치에서 ‘09년 75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10년에는 23

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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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

한형태의것 
307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119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

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31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

페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30

G05B-019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

치 는 방법(G06F 17/00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 , 감독 는 

측을 목 으로 하는 것에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25

G10L-015 음성 인식(17/00이 우선) 14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89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우 엘지 자, 삼성 자 순으로 출원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89 에이오엘 엘엘씨 4 엘지 자 (주) 34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주)넷피아닷컴 3 삼성 자(주) 28

3 포항공과 학교 산학 력단 3 (주) 소 트4소 트 3 (주) 이티 20

4 한국과학기술원 3 (주)이즈메이커 3 에스 이 텔 콤(주) 16

5 조선 학교산학 력단 3 (주) 보이스웨어 2 엔에이치엔(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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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음성처리 소 트웨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48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지식검색 소 트웨어(1.182), 

언어처리 소 트웨어(0.987)순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음성처리  소 트웨어 0.85 275.63  0.87 2.66 13.30 0.886 

언어처리 소 트웨어 1.04 494.65 0.89 1.19 13.04 0.987 

인공지능 소 트웨어 1.08 540.37 1.07 0.23 1.86 0.906 

지식검색 소 트웨어  0.94 182.34  1.31 0.16 0.80 1.182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지식검

색 소 트웨어(1.26), 음성처리 시스템(1.04)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인공지능 소 트웨어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4가지 

구성요소  언어처리 소 트웨어가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음성처리  소 트웨어 2,770 1.04 865.86 
언어처리 소 트웨어 3,499 0.90 959.69 
인공지능 소 트웨어 3,931 0.96 498.31 
지식검색 소 트웨어 1,991 1.26 530.87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콘텐츠⋅SW

- 559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음성처리  

소 트웨어
0.05 0.89 1.04 865.86  

언어처리 

소 트웨어
0.03 0.99 0.90 959.69 

인공지능 

소 트웨어
- 0.91 0.96 498.31 

지식검색 

소 트웨어
- 1.19 1.26 530.87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언어처리 소 트웨어가 2.22로 구성요소  소

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는 모든 구성요소가 3  이하로 나타나 한국의 기술 인 라를 형성하

는 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단되며, 기술 진입도는 모든 구성요소가 평균 이

하 수로 분포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음성처리  

소 트웨어
2 2 2 2 1 1.5 1.7

언어처리 
소 트웨어

1 3 1.8 4 1 2.5 2.22

인공지능 

소 트웨어
1 2 1.4 3 2 2.5 2.06

지식검색 

소 트웨어
1 5 2.6 1 1 1 1.6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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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음성처리

 시장 니즈 1 : 모바일 정보서비스를 한 편리한 입력방식

 ○ 최근 정보검색, SNS 등의 서비스가 기존의 데스크톱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속히 환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편리한 입력 인터페이스에 한 시장의 

니즈가 속히 확산되는 추세임

 ○ 기존의 스마트폰의 UI는 터치를 심으로 발 되어 왔으나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다량의 문자 입력의 한계에 부딪  음성인식과 같은 사용자 친화  음성입력 수단

이 필요

 시장 니즈 2 : 어휘 자연어 음성인식

 ○ 기존의 음성인식 기술은 주로 기기 제어  ARS(Audio Response System)의 간단

한 정보조회의 인터페이스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음성인식 기술의 용 범

가 확 됨에 따라 수십만 ~ 백만 어휘 상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에 한 니즈 증가

 ○ 최근 들어 컴퓨터  정보단말기의 H/W 사양이 속히 향상됨에 따라 어휘 자

연어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클라우드 인 라를 이용한 병렬처리 기

반 음성인식 기술에 의해 음성인식 성능 향상

시장 니즈 3 : 화형 인터페이스

 ○ 기존의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의 음성을 문자 는 기호로 변환하여 일방 인 기

기 제어  정보검색 등을 수행하 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한 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

는 화형 음성인터페이스에 한 니즈가 증 됨

 ○ 화형 음성인터페이스는 음성인식 기술이 화처리 기술  자연어 질의응답 기

술과 융합됨으로써 가능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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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니즈 4 : 잡음 환경에 한 강인성

 ○ 음성인식을 수행하는 환경이 소음이 심한 환경(길거리, 음식 , 차량 운행  등)

의 경우,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에 주변 환경 잡음이 혼합되어 입력됨으로

써 음성인식 성능이 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음성에 포함된 잡음성분만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

요하며 제거 방법에 따라 통계  잡음제거, 음원분리, 빔포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며 여러 개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함

 ○ 최근 상용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는 음성인식을 고려한 입력 장

치 설계가 반 되어 주변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음성인

식 뿐만 아니라 일반 인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는 요소기술로 사용됨

 시장 니즈 5 : 자연음 화체 음성합성

 ○ 음성합성은 문자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로써 정보서비스에서의 출력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미 기술  완성도가 높아 많은 부분 상용화 되어 있으나, 정보서비스의 개인화, 

감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음색을 제공할 수 있는 음색 제어 기술, 화체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율을 포함하는 화체 음성합성에 한 니즈가 증 됨

(2) 언어처리 

 시장 니즈 1 : 다국어 확장 

 ○ 언어처리 기술은 언어를 다루는 기술이므로 언어마다 별도의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언어처리를 구성하는 요소기술  일부는 언어 비의존 인 

공통기술이며 일부는 언어 의존 인 기술로 구성됨

 ○ 언어처리 기술을 IT 기기  서비스에 용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해서는 해당 

언어에 한 처리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외로의 시장 확장을 해서는 반드

시 다국어 처리 기술 확보가 필요함 

 ○ 재 다국어 처리는 구 , MS 등 몇몇 다국  기업이 시장을 독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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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 의 경우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한 많은 양의 텍스트 DB를 보유하고 있어

서 이를 통한 다국어 처리 기술 개발이 용이한 장 이 있음

 ○ 한국의 경우, 련 기업이 한국어에 기반한 솔루션을 우선 으로 개발함에 따라 시

장이 작고, 세하여 다국어 확장 여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련 

문 연구기 을 통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산연 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시장 니즈 2 : 언어장벽 해소 

 ○ 세계화(Globalization)의 가속화로 국가 간 인 , 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

간 장벽을 허무는 자동통번역 기술의 확보가 국가 로벌 경쟁력과 직결됨

 ○ 국내에서는 2015년 1000만 외국인 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어, 일

본어 통역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한국 공사에 따르면 국내/외 객의 최  

애로사항은 언어소통으로 조사됨

 ○ 스마트폰의 통/번역 SW, 다국어 SNS SW, 교육용 SW,  비즈니스 SW 등 자

동통번역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지식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음

 시장 니즈 3 : 지능형  지식화

 ○ 기존의 키워드 심의 정보검색 기능에서 나아가 의미 기반의 검색  질의 응답 

형태의 정보서비스로 진화됨으로써 정보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

키는 요구가 증 됨

 ○ 특히, 모바일 단말기와 같은 소형 디스 이 상황에서는 많은 양의 검색 결과를 

라우징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과정이 PC 환경과는 달리 많은 불편을 래하

므로 정제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함

 ○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다량의 정보(big-data)를 기반으로 의미를 분석하고 분류함

으로써 정보를 지식화하기 한 핵심기술 개발  지식 인 라 구축에 한 니즈

가 증 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BCC Research에서 발행된 세계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음성인식 소 트웨어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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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45억 달러에서 2014년 177억 달러로 연평균 6.8% 성장이 상되며, 음성

인식 하드웨어 비 낮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악됨

   - 음성인식 시장은 자동 내선 교환기, 음성포털, 통합메시징도구, 그룹웨어 차량항법

시스템, 자동번역시스템, 각종 정보단말기 등에 범 하게 용되고 있음

 ○ 음성인식 하드웨어의 기술수 이 높아짐에 따라 연  시장이 확 되고 수요고객층

이 세분화 되어 다양한 응용 소 트웨어의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09, Voice Recognition: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음성인식 세계 시장 망]

 ○ 음성합성 기술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로서 증권조회 서비스·은행 콜

센터의 잔액 조회 서비스·항공사의 고객 리 서비스, 자동 통역 시스템 등으로 

응용범 가 차 확 되고 있음

   - 련 시장인 Text-to-speech 시장은 2011년 약 5.1억 달러에서 2014년 약 6.3억 달

러로 연평균 7.1% 성장이 기 됨

 ○ Audio mining 기술은 음성 데이터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색인을 만든 후에 특정 

단어나 어구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지능형 언어처리 시스템을 말하며, 인터넷·통

신 사업자를 심으로 음성 기반의 검색을 통하여 이를 시각화 해주는 서비스 시

장으로 확 되는 추세임

   - 연평균 13.8%의 성장이 상되며, 2014년에는 2011년 비 50% 시장 규모가 증가

하여 약 1.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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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0.09, Voice Recognition: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지능형 언어처리 세계 시장 망]

 ○ 한편, 언어처리기술이 목될 표  시장인 번역 소 트웨어 시장은 연평균 

18.7%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113억달러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상됨

   - 번역 소 트웨어는 스마트폰의 주요 활용 분야인 LBS, 상황인지, 증강 실과 결합

하여 여행, 비즈니스, 교육 등 새로운 사업화 모델로 시장에서 부상 임

 ○ 번역시장은 사람이 하는 번역이 차 어들고 소 트웨어를 이용한 자동번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패키지 소 트웨어 형태의 자동번역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웹 

번역이 늘어나는 추세임 

 

※ 자료 : Wintergreen Research. 2011.1

[번역 S/W 시장 망]

 ○ 최근 음석인식과 음성합성 등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시장이 주목받

는 가운데 음성인식 엔진과 인터넷을 연계한 음성 어 리 이션 시장이 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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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소 트웨어 제공업자들과 어 리 이션 개발자들로부터 시장 창출의 

기회가 높은 것으로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음성처리 SW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언어처리 SW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인공지능 SW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지식검색 SW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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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

(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됨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

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

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

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

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

자료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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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

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

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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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lurality, form, disclosedattributes, selected, particularparser, parsing, parsed

CR_2 event, result, portion, runtimestore, related, usesdescription, parameters, memory

CR_3
document, one, Language, informationfiles, source, treeimage, read, products, pre, meta, entity, 

Xquery, SOAP, security, stylesheet

CR_4
command, operating, sent, virtual, mobile, class, imageconfiguration, component, communication, 

received

CR_5
elements, element, typetarget, DTD, validation, value, template, binary, index, XPathmapping, 

types, attributesXquery, constructs, field, key, update, Step

CR_6
schema, documents, database, used, file, formatcontent, elements, query, message, node, 

Voicetransformed, obtained, contained, included

[지능형 언어처리 및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는 18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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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7
computing, distributed, platform, resource, storeprint, printing, printer, RFID, terminal, task, 

profile, evaluation, policies, packets, dialog, project

CR_8
server, web, applications, accessmessage, messages, services, configuration, filespage, browser, 

remote, display

CR_9 resource, resources, available, JAVAarchitecture, Dynamic, processes

CR_10 user, interface, application, schema, networknetwork, computer, devicedevice, control, server

CR_11 query, plurality, first, Modeltree, representation, mappingrelational, Techniques, Table

CR_12
business, logic, tool, module, state, computingVoice, communications, list, script, unit, command, 

target, Testoperation, operations, execution, newnew, architecture, timespecified, same, two

CR_13

Model, objects, code, definednode, structured, metadata, operation, processor, relational, 

electronicsource, output, engine, texttransformation, Converting, instance, generationentry, record, 

fields, driven, rule, screen, character, generator, logical

CR_14

XML, data, user, content, printfile, associated, objectelectronic, definitions, description, 

transformation, repository, business, pageprocessor, stream, configured, tagsmetadata, manner, 

standard, programming

CR_15 state, part, view, event, search

CR_16 policy, loading, configuring, selection, layer, base, aspect

CR_17 text, HTML, creating

CR_18 script, Interactive, events, media, manager, rendering, intermediate, local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음성처리 SW

화체 음성인식 SW 개발

문장 형태의 음성 인식 SW 개발

자연어 음성인식 SW 개발

음성  오디오 인덱싱 알고리즘 개발

통계기반 언어 모델링 개발

잡음처리  음향 모델링 기술

언어처리 SW
문서 자동번역 SW 개발

화처리 기술

인공지능 SW

탐색  계획 기술

컨텍스트 인지 기술

논리  학습 SW개발

지식검색 SW

웹질의 응답 기술

어휘 고속 탐색 알고리즘 개발

지식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화형 검색 엔진 개발

감성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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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음성처리

SW

화체 음성인식 SW 개발 25% - - 13%

문장 형태의 음성 인식 SW 개발 13% - - 13%

자연어 음성인식 SW 개발 38% - - 25%

음성  오디오 인덱싱 알고리즘 개발 13% - - 13%

통계기반 언어 모델링 개발 25% - 13% 25%

잡음처리  음향 모델링 기술 25% - 25% 25%

언어처리

 SW

문서 자동번역 SW 개발 13% - - 13%

화처리 기술 13% - - 13%

인공지능

 SW

탐색  계획 기술 - - - -

컨텍스트 인지 기술 - - - -

논리  학습 SW개발 - - - -

지식검색

SW

웹질의 응답 기술 13% - - 13%

어휘 고속 탐색 알고리즘 개발 - - - -

지식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 - - -

화형 검색 엔진 개발 13% - - 13%

감성인식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분야에서 ‘자연어 음성인식 SW 개발’은 설

문 응답 기업 가운데 38%가 보유하고 있으며, 25%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

라고 선택함

 ○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술로는 ‘잡음처리  음향 모델링 기술’과 

‘통계기반 언어 모델링 개발’ 등이 있었으며, 각각 25%, 13%의 응답을 보임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음성인식 솔루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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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지능형 언어처리  자동통역 시스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음성인식 어학습 솔루션, 음성인식 솔루션, 인터넷 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시스템 소 트웨어, 화자인식솔루션, 웹보안시스템, 교통신호장치, SOC 랫폼, 블루투스 헤

드셋, 시스템온칩

해외 기업 마이크로 소 트, 오라클, 시스코

국내 기업
기업 KT, 삼성 자, LG 자, SK테 콤, 

소기업 스피치, 이 다임, 세기미래기술, 한성지오매틱스, 윙크, 월드 러스원, 휴인스, 디지피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

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

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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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련 제품의 기술들은 지능형 서비스  지식산업에 필요한 주요 기술로서 최근 

모바일 서비스 등에서 활발히 용되는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 

   - 특히 구 , 애 , MS, IBM 등 세게  IT 기업에서 매우 높은 심을 가지고 

략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로서 요성이 매우 높으며, 다수의 요소

기술들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로 단하 음.

   - 각 세부 분야는 서로 유기 인 연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발 되야 하므로, 

도출된 요소기술 함께 핵심기술로 선정되었음.

   - 향후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기술  난이도가 높은 요소기술들은 소기업과 

학, 출연연구소가 업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음성처리 SW

화체/자연어 음성인식 기술 특,

언어/화자인식기술 

음성합성/음색변환 기술 특

음성  오디오 인덱싱 기술 특,

규모 통계기반 언어 모델링 기술 특

잡음처리  음향 모델링 기술 특

언어처리 SW
자동번역 기술 개발 특

화처리 기술 특

인공지능 SW

탐색  계획 기술

상황 인지 기술

논리 학습 기술

지식검색 SW

웹질의 응답 기술

빅데이터 고속 색인/ 장 기술 특,

지식 마이닝 기술

감성분석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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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음성처
리 SW

화체/자연어 
음성인식 기술

자연스러운 발화 음성을 
인식함

소규모(100단
어이하) 

핵심어검출

규모(1000
단어이하) 

연속어 인식

규모(1000
단어이하) 

화체인식

규모(1000
단어이하) 
화체인식

언어/화자인식기술 
언어  화자를 

구별하여 식별/검증함

키워드 
비고정 

화자검증

키워드 
비고정 

화자인식

주요 10개국 
언어 인식

주요 10개국 
언어 인식

음성합성/음색변환 
기술

화체 음성을 합성하며 
음색을 변환함

화체 
음성합성 

기술

불특정 
음색변환 

기술

특정 목표 
음색 변환 

기술

특정 목표 
음색 변환 

기술

음성  오디오 
인덱싱 기술

음성  오디오 정보를 
자동으로 색인함

음성-텍스트 
얼라인 기술

오디오 종류 
자동분류기

술

음성-오디오 
분류  

얼라인 기술

음성-오디오 
분류  

얼라인 기술

규모 통계기반 
언어 모델링 기술

비정형 규모텍스트데이
터를이용한언어모델링 

텍스트 자동 
정련 기술

규모 
텍스트를 
이용한 

언어모델링 
기술

규모 
언어모델링 
고속화 기술

규모 
언어모델링 
고속화 기술

잡음처리  음향 
모델링 기술

잡음에 강인한 음향 
모델링

스마트폰용 
잡음처리 

기술

자동차용 
잡음처리 

기술

홈오토메이
션용 원거리 

잡음처리 
기술

홈오토메이
션용 원거리 

잡음처리 
기술

언어처
리 SW

자동번역 기술 개발
특정 언어를 타언어로 

자동으로 변환함

자사 용 
템 이트 

기반 
자동번역기술

1만단어  
통계기반 
자동번역

기술

스마트폰용 
여행자용 
자동번역

기술

스마트폰용 
여행자용 
자동번역

기술

화처리 기술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여 응답함

장난감/
게임용 

고정시나리오 
화처리기술

정보서비스
용 시스템 

주도형 
화처리
기술

스마트폰용 
정보서비스

를 한 
화처리
기술

스마트폰용 
정보서비스

를 한 
화처리
기술

[핵심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음성처리 SW

화체/자연어 음성인식  기술

언어/화자인식기술 

음성합성/음색변환 기술

음성  오디오 인덱싱 기술

규모 통계기반 언어 모델링 기술

잡음처리  음향 모델링 기술

언어처리 SW
자동번역 기술 개발

화처리 기술

인공지능 SW

탐색  계획 기술

상황 인지 기술

논리 학습 기술

지식검색 SW

웹질의 응답 기술

빅데이터 고속 색인/ 장 기술

지식 마이닝 기술

감성분석 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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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인공지
능 SW

탐색  계획 기술
지식을 자동탐색하며 

계획함

소규모 정보 
탐색  계획 

기술

실시간 탐색 
기술

지능형 계획 
기술

지능형 계획 
기술

상황 인지 기술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활용함

상황정보 
활용정도 

20%

상황정보 
활용정도 

30%

상황정보 
활용정도 

40%

상황정보 
활용정도 

40%

논리 학습 기술
논리  확률을 자동 

학습하는 기술

논리  확률 
결합 학습 

정확도 80%

논리  
확률 결합 

학습 정확도 
85%

논리  
확률 결합 

학습 정확도 
90%

논리  
확률 결합 

학습 정확도 
90%

지식검
색 SW

웹질의 응답 기술
자연어 질문을 이해하여 

정답을 제공함

지역생활분야 
패턴기반 
질의응답 

기술

지역생활분
야 단문기반 

질의응답 
기술

지역생활분
야 복문기반 

질의응답 
기술

지역생활분
야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

빅데이터 고속 
색인/ 장 기술

실시간 서비스를 해 
용량 빅데이터를 

색인하고 장함

소용량(1천만
건) 고속 

색인/ 장

규모(1억
건이하) 
고속 

색인/ 장

규모(1억건
이상) 고속 
색인/ 장

규모(1억
건이상) 

고속 
색인/ 장

지식 마이닝 기술
지식서비스를 한정보추

출 통합 

기계학습 
기반 

상품장단  
분석

의미 기반 
상품장단  

분석

하이 리드 
상품장단  

분석

상품 장단  
분석 

지식마이닝 
기술

감성분석 기술
문장에나타난  호불호를 

분석함

규칙/사  
기반 단문 
감성분석

코퍼스 기반 
단문 

감성분석

언어처리  
기계학습 
기반 단문 
감성분석

트 터 단문 
감성분석 

기술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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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차세  웹은 네트워크에 분산된 다양한 서비스의 융복합을 실 하는 미래형 웹 기

술로 유비쿼터스 웹 기술, 모바일 웹 기술, 리치 웹 기술, 시맨틱 웹 기술로 분류됨

   - 유비쿼터스 웹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술

   - 모바일 웹은 유무선 웹 콘텐츠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한 기술

   - 리치 웹은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웹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한 기술

   - 시맨틱 웹은 웹 상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을 의미  계로 연

동하기 해 시맨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복잡한 의미  연

결과 이에 기반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한 시맨틱 웹 기술과 응용에 한 

기술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웹 기술, 모바일 웹 기술, 

리치 웹 기술,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웹 인 라 구축  지능형 검색 

서비스 환경 구축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의미 으로 악하고 정확하고 신

뢰성 있는 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임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심리스한 웹 이용을 한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기술과 다양

한 상황 정보를 달하기 한 기술 등 유비쿼터스 웹 응용 기술 개발과 새롭게 

거론되는 Web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사물이나 서비스 등을 웹을 통해 속/제어 

할 수 있는 Web of Things 개발 필요

   - 모바일 콘텐츠 호환성 확보에서 라우 , 단말, 어 리 이션간의 인터페이스와 

효과 인 호환성 확보를 한 기술 확장이 상되고 있고, 모바일 환경에서 보다 

개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기술 개발이 필요(서비

스 지향 스마트모바일OK 지향)

   - 최근 웹 기술은 더욱 더 많은 분야에서 효과 인 웹 인터페이스와 웹 어 리 이

션 실행을 한 요구사항들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웹 랫폼들 간의 

상호호환과 웹 어 리 이션 구동에 한 기술 표 이슈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에 한 개발이 필요하며, 한 최근 웹을 응용 기술로서 신 으로 발 시키는 

HTML5 련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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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톨로지 정의  활용에 필요한 기본 인 표 인 온톨로지 표 언어와 온톨로지 

질의  규칙 언어 표 , 센서 기술에 필요한 온톨로지  센서 마크업 언어를 

한 시맨틱 어노테이션에 한 표 인 시맨틱 센서 네트워크 표 , 사람들 간의 네

트워크인 소셜 네트워크와 련된 서비스  응용을 웹 환경에서 실 할 때 필요

한 근성, 국제화, 개인화  신뢰성 등에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지능형 검색 서비스 환경 구축을 해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에 한 분석 기술과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한 상황 인지 기술에 한 개발 필요. (이를 통

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시하는 지능형 검색이 가능)

   - 사용자의 디바이스  주변 센서, 그리고 차세  웹 상의 콘텐츠로부터 수집된 개

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단하기 한 기술 개발 필요

나. 범

 ○ (차세  웹 기반 기술 ) 차세  웹 기반 기술은 유비쿼터스 췝, 모바일 웹, 

리치 웹, 시맨틱 웹 기술을 의미하며, 각 기반 기술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한 기

술들로 한정함

 ○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한 개인화, 지능화 서비스 

시스템 기술로는 개인의 상황을 인지하기 한 상황인식 기술, 개인의 선호도 

악을 한 개인화 기술, 정보 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  추론을 한 시맨틱 

기술을 의미함.

2. 기술(특허) 분석31)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3,01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보면, 미국이 체의 53.5%로서 이 분야에서 가

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31)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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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879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

를 한 신경회로망
384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218

G06F-007
취 하는 데이터의 순서 는 내용을 조작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방법 는 

장치(논리회로 H03K 19/00)
132

G06Q-010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G06F 17/00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 , 감독 는 측을 목 으로 하는  

것에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104

G06F-003

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형식으로 송된데이터를변환하는입력기구;처리장치로부터출력

장치로데이터를 송하기 한출력기구, .인터페이스기구(타이 라이터B41J;물리 변

수의변환F15B5/00,G01;이미지취득G06T1/00,G06T9/00;부호화,복호화 는부호변환일

반H03M;디지털정보의 송H04L) 

58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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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UCENT TECHNOLOGIES INC. (유럽),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 NEC Corporation (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ICROSOFT  

CORPORATION
1 17

MICROSOFT  

CORPORATION
79 23 Nippon Ester co., ltd. 8 0

2 SOFTWARE AG 17 0
Oracle International  

Corporation
46 1 Yahoo corporation 5 0

3 SAP AG 14 2 Bea Systems, Inc. 36 0 NEC corporation 4 0

4 Alcatel Lucent 8 3 SAP AG 35 0 Ricoh  company ltd. 3 0

5

BRITISH 

TELECOMMUNIC

ATIONS  public 

limited company

9 0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

ONS RESEARCH 

INSTITUTE

21 0 Kuraray co. ltd 3 0

(2) 국내동향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8년 75건 피크치에서 ‘09년 44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10년에는 

18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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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
형태의것 

297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
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37

G06F-019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G06F 17/00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 , 감독 는 측을 목
으로 하는  것에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21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17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
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10

G06Q-050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G06F 17/00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 , 감독 는 측을 목
으로 하는 것에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9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출원 활동이 활발하고 연구기  한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34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건 등으로 출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34 (주) 비즈모델라인 4 (주) 이티 36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 (주) 스마트카드연구소 4 에스 이 텔 콤(주) 17

3 충남 학교산학 력단 3 (주)텔리젠 3 삼성 자(주) 12

4 한국과학기술원 3 (주) 솔라시아 2 엘지 자 (주) 11

5 부산 학교 산학 력단 3 (주)지오엔테크놀로지 2 (주) 이티 리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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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

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온톨로지구성  추출기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36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화형검색엔진(1.464), 온톨

로지구성  추출기술(1.294)순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시멘텍 웹 엔진 0.97 374.30 0.84 0.83 0.022 0.763 

온톨로지 구성  추출 기술 1.07 200.61 1.24 1.80 0.036 1.294 

화형검색 엔진 1.00 192.09 1.09 0.26 0.003 1.46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시멘

텍 웹 엔진(1.09), 화형 검색 엔진(1.09)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시멘텍 웹 엔진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

가지 구성요소  시멘텍 웹 엔진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낮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시멘텍 웹 엔진 3,296 1.09 673.37 

온톨로지 구성  추출 기술 1,063 0.72 525.69 

화형검색 엔진 1,649 1.09 620.15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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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시멘텍 웹 엔진 0.02 0.76 1.09 673.37  

온톨로지 구성  추출 기술 0.04 1.30 0.72 525.69 

화형검색 엔진 - 1.46 1.09 620.15 

[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

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온톨로지구성  추출기술이 3.0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는 모든 구성요소가 3  이하로 나타나 아직 한국의 기술 인 라가 형성

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단되며, 기술 진입도는 평균 이하 수로 분포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시멘텍 웹 

엔진
1 1 1 2 1 1.5 1.3

온톨로지 

구성  

추출 기술

2 5 3.2 5 1 3 3.08

화형검색 

엔진
1 5 2.6 2 1 1.5 1.9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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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차세  웹 기반 기술 

 시장 니즈 1 : 유비쿼터스 웹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단말들에 한 연동  융합을 한 요구 

사항이 증가됨

 ○  세계 으로 유비쿼터스 웹 서비스 련 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W3C는 Ubiquitous Web Activity 산하 유비쿼터스 웹 응용 워킹 그룹, 

Geolocation 워킹그룹, 단말 API  정책 워킹그룹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웹 응용, 

디바이스 API, Geolocation API 등 련된 표  기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웹 기반 사물(Things)연동 기술로 WoT(Web of Things) 기술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단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N-Screen과 

같은 서비스 형태의 사용자 요구가 증 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한 개발들

이 진행되고 있음

 시장 니즈 2 : 모바일 웹

 ○ 모바일 단말의 성능과 모바일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효과 인 콘텐츠 표 과 웹 UI, 웹 응용을 표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

일 기술에 한 요구가 증

 ○ 모바일 단말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웹 상의 데이터가 모바일 단말로 옮겨가고 

있으며, 모바일 상에서 넘치는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

공하기 한 요구  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시장 니즈 3 : 리치웹

 ○ 최근 웹 기술은 더욱 더 많은 분야에서 웹 어 리 이션이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랫폼의 형태로 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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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ML5 등 신 인 웹 표  기술 이슈가 등장

 ○ 다양한 웹 랫폼들 간의 상호호환과 웹 어 리 이션들 간의 상호화환과 편리한 

서비스 연동, 인증정보의 교환, 데이터 이동성, 시맨틱 웹 기술 등의 기술 개발  

표 화 이슈가 늘어가고 있음

 시장 니즈 4 : 시맨틱 웹

 ○ 다양한 정보  데이터의 의미 악  논리  추론을 한 시맨틱 웹 언어, 질의 

 규칙 표  등 시맨틱 웹의 기본 은 표 들 뿐 아니라, 센서 네트워킹, 소셜 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맨틱 웹 기술을 용한 기술 개발 요구가 증 되고 있음

 ○ MS, Facebook, MySpace, Google 등에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응용들에 

한 연구개발이 증 되고 있음

 ○ Flickr나 Rojo 등을 심으로 자동태깅 기술  tag cloud 구성 기술, 다  응용에

서의 업  태깅 기술, 태깅 기반의 업  콘텐츠 필터링 기술에 한 연구, 폭

소노미 기반의 계 추출, 온톨로지와 연계한 폭소노미 기술 등에 한 많은 연구

들이 진행 .

 ○ Google, MS, Facebook, MySpace 등 주요 랫폼 업체들이 데이터 이동성 기술 

개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음

 ○ 국내는 KISTI, KAIST는 시맨틱 웹에 기반을 둔 차세  시맨틱 검색 시범 시스템 

개발하 고, KTF와 KT는 개인화  상황 인식 서비스 기술 개발을 해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국가기록원은 온톨로지 기반의 국가 기록물에 한 시

맨틱 메타데이터 장소  검색 시스템을 개발함

(2)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시장 니즈 1 : 상황 인식 

 ○ 사용자의 상황, 물리  상황,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  특성간의 상호 이력 등을 

바탕으로 재 상황의 실체를 악하기 한 상황인식 기술은 지속 으로 연구/개

발되고 있으며, 상황인식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지속 으로 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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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니즈 2 : 개인화 기술

 ○ 유비쿼터스  스마트 시 의 발 과 디지털 컨버 스의 가속화로 생활 속에서 유

비쿼터스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본격 인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함으로써 개인화, 

모바일화된 u-헬스, u-러닝, u-홈 서비스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증 됨

시장 니즈 3 : 시맨틱 기술

 ○ 차세  시맨틱 검색 시스템을 한 개인화  상황 인식 서비스 기술 개발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으며, 시맨틱 웹 기술을 통한 서비스 요구가 증 됨

 ○ 국가기록원은 온톨로지 기반의 국가 기록물에 한 시맨틱 메타데이터 장소  

검색 시스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국가 정보에 한 지능형 검색 시스템 구축을 

진행함

 ○ 소셜 네트워크 정보 교환을 한 표 들로 일정을 교환하기 한 hCalendar, 명함

을 교환하기 한 hCard, 태그 표 과 교환을 한 relTag, 인 계망 정보를 교

환하기 한 XFN, 이외에도 XOXO, VoteLinks, h-Atom, hListing, hResume, 

hReview, xFolk 등과 같은 다양한 포맷들이 만들어져 활용

 ○ Data Portability 실 을 해 OpenID, Micro Format, APML(Attention Profiling 

Markup Language) 외에도 RSS, RDF, OPML, oAuth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방형 기

술들이 사용되고 개발됨

 ○ GPS 정보와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 인 컨버 스 서비스들에 한 IPR 확보

가 가능할 것으로 상됨

 ○ 센서 네트워크에 한 온톨로지 용 방법과 련된 IPR  센서 정보에서 시맨틱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  이를 응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방법에 한 IPR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상됨

 ○ Semantic Web Deployment WG은 재 XHTML에 추가 인 시맨틱 정보를 기술

하는 표 인 RDFa에 한 표  개발과 용 도메인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는 시소러스, 분류 스키마, 텍사노미와 같은 구조  통제용어 체계들 간의 

계 표 을 한 표 인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에 한 

표  개발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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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차세  웹 기반의 표 인 기술인 유비쿼터스 웹, 모바일 웹, 리치 웹, 시멘틱 웹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각 되는 분야인 Social Networking, RSS (Rich 

Site Summary), 키, 매쉬업, 젯 등의 시장을 바탕으로 분야별 차세  웹 기반

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의 시장을 살펴

 ○ 시멘틱 웹 기술을 용한 표 인 분야인 Social Networking은 2011년 약 6.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5.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 약 13억 달러의 시장 형

성이 상됨

 ○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단말들에 한 연동  융합을 한 요   

구 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웹 서비스 업체들이 각종 콘텐츠와 서

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쉬업 시장이 확 되는 추세임

   - 2010년 발행된 매쉬업 시장에 따르면, 2011년 약 2.3억 달러 규모에서 2015년 약 

8억 달러 규모로 47.6%의 연평균 성장이 상됨  

[웹 기반 기술 세계 시장 망]

(단 :mil$)

Technology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Social Networking 332.27 466.41 618.51 785.38 963.98 1,148.58 1,338.21 35.8

RSS 166.32 238.32 338.25 466.14 630.17 821.30 1,042.89 40.18

Blogs 158.76 237.44 329.78 433.53 551.97 676.49 804.62 39.76

Wikis 157.76 236.92 335.83 451.05 584.02 730.55 884.84 42.25

Mashups 101.63 158.90 238.32 342.37 471.58 621.31 797.70 47.63

Podcasting 81.81 121.70 169.94 223.34 281.01 340.36 398.46 38.91

Widget 74.86 114.70 163.86 219.20 281.96 350.36 422.99 42.34

Total 1,073.41 1,574.39 2,194.49 2,194.49 3,764.69 4,688.95 5,689.71 40.08

※ 자료 : Global Industry Analysts , 2010.06, Web 2.0 - Execuitve Summary

 ○ 스마튼 폰 시장의 속한 성장과 더불어 모바일 웹 시장 역시 유사한 성장이 기

되며, Widgets 분야를 바탕으로 모바일 웹 시장을 살펴보면 동 시장은 2009년 약 

7,500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42% 성장하여 2015년 4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시

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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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을 해서는 웹 상의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  추론을 한 웹 분석 기술이 필요하며, 동 시장은 2011년  약 9.2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16.9% 성장하여 2014년에는 

약 17.2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상됨

                     ※ 자료 : Frost & Sullivan, 2011.05, World Web Analytics Market

[웹 분석 세계 시장 망]

 ○ 한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이 목된 표 인 시장은 검색엔진 분야

이며, 2011년 Coscore에서 조사된 해외 검색엔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구

(Google)이 65.7%로 가장 많은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 는 유율이16.1%

인 야후(Yahoo)인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Coscore. 2011. 3, Search Engine Market Share 

[검색 엔진 시장 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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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검색엔진 시장은 로벌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으로 개발

해 수익모델을 개선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심으로 한 IT 기기의 증

가로 인하여 모바일 검색서비스 시장도 활성화 국면에 어듬

 ○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시장은 2011년 502억 원의 규모에

서 연평균 10.4% 성장하여 2013년 600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됨 

※ 자료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국내 검색엔진 시장 망]

 ○ 검색엔진 시장  최근 수년간 주목받아온 시맨틱 검색은 소셜 미디어의 실시간 

분석, 모바일 스마트 서비스, u헬스와 의료 서비스 등 미래 사업에 시 지를 창출

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많은 사업에 폭넓은 용이 상됨

   - 시맨틱 검색 분야는 감성, 소비자 의견 등에 한 마이닝(Mining)검색으로 확  

발  할 것이라는 망도 나오고 있으며,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검색은 지속

으로 발 될 것으로 기 됨

 ○ 최근에는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SNS의 특성을 고려한 검색엔진 개발

이 추진되고 있으며, 트 터, 페이스북 등에 한 속자  사용빈도 증가로 수요

자들의 심사를 핵심 키 드를 통해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검색엔진에 한 연

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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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황 분석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시멘텍 웹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온톨로지 구성 

 추출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화형

검색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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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

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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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

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

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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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water, composition, comprisingagent, surfactant, skin, Metalresin, metallic, powder, 

solid, mixture, oil

CR_2
product, component, form, base, agentMetal, properties, improved, material, 

partoil, conditions, agents, forming, hair

CR_3
unit, elements, integrated, HTTP, functionselected, multiple, levelintegrated, 

devices, order, applied

CR_4 dispensing, dish, wall, elementside, end, formed, same

CR_5

liquid, dispenser, waterbase, surface, body, sidewall, holding, attached, back, 

container, airfoam, faucet, cleaner, foot, cavity, actuator, grease, shower, acids, 

household, period, drain, shaving, oxide

CR_6 service, web, application, datainformation, based, ontology

CR_7 SOAP, system, optical, EDI, gainfirst, second, device, liquid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

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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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processing, set, receivedrules, identified, related, documentscode, logic, definition, 

distributed

CR_9
content, software, components, time, selectedclassification, Hierarchical, actual, 

media, modified, representation, way, values, classifiers, wage

CR_10
plurality, input, structure, contentmodule, support, value, code, embodiments, 

schemaschema, mapped, specified, location, rules

CR_11 part, capable, productsfree, contains, combination, relates

CR_12

sentence, converts, frame, concept, events, medical, RFID, endpoint, databases, 

functional, change, classification, repositorycontext, sets, automated, instance, 

semantics, meta, inference, class, relationshipsearch, results, sources, event

CR_13
supply, separate, state, configured, current, circuitryoptical, semiconductor, SOA, 

first, message

CR_14 process, processing, Documenttransmission, number, framework, available, utilized

CR_15

file, format, specific, files, module, integration, transaction, unitobject, protocol, 

accessquery, database, model, semantic, pluralityDocument, WSDL, business, 

generatingrepository, identification, target, performing, resource, API, path, 

manager, Test, concepts, messaging

CR_16 device, used, apparatusEDI, electronic, query, file, signal, supply

CR_17
system, method, one, servicemessage, messages, network, request, control, 

language

CR_18 signal, power, coupled, High, layer, product, dispensing

CR_19
confidence, recipient, virtual, directing, items, secure, distribution, Techniques, 

trusted

CR_20 section, extending, portion, connection, phase

CR_21 monitoring, analysis, store, real, create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시멘텍 웹 엔진

서비스의 기능 , 비기능  정보를 표 하는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

메타 데이터 지스트리 설계 기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동  웹 서비스 처리 기술

웹 서비스 품질 리 기술

웹 라우징 처리를 한 마크업 언어 기술

문서 데이터를 시맨틱 웹 데이터로 변경해주는 지능형 웹 인덱싱 기술

메타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스마트 RDF 구축 기술

온톨로지 구성 

 추출 엔진

스마트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WDSL을 이용한 웹 기반의 온톨로지 자동 구축 알고리즘 기술

온톨로지 구축을 한 RDF/OWL 을 이용한 온톨로지 개발 기술

화형검색 

엔진

검색 결과를 질의 맞게 구성하는 컨텍스트 웹 구  기술

온톨로지 분석/검색을 한 RDF 질의 엔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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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

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시멘텍 웹 

엔진

서비스의 기능 , 비기능  정보를 표 하는 시맨틱 어노테

이션 기술
10% - - 10%

메타 데이터 지스트리 설계 기술 10% - - -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동  웹 서비스 처리 기술 40% 10% 20% 30%

웹 서비스 품질 리 기술 40% - 10% 30%

웹 라우징 처리를 한 마크업 언어 기술 - - - -

문서 데이터를 시맨틱 웹 데이터로 변경해주는 지능형 웹 인

덱싱 기술
10% - 10% 10%

메타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스마트 RDF 구축 기술 10% - 10% 20%

온톨로지 

구성  

추출 엔진

스마트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10% - - 10%

WDSL을 이용한 웹 기반의 온톨로지 자동 구축 알고리즘 기술 - - - -

온톨로지 구축을 한 RDF/OWL 을 이용한 온톨로지 개발 

기술
- - 10% -

화형검

색 엔진

검색 결과를 질의 맞게 구성하는 컨텍스트 웹 구  기술 10% - - 10%

온톨로지 분석/검색을 한 RDF 질의 엔진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동  웹 서비스 처리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40%가 보유하고 있으며, 

3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반 으로 소기업은 시멘텍 웹 엔진 련하여 요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백기술이라고 선택한 분야도 시멘텍 웹 엔진 련 기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온톨로지 구성  추출엔진 기술 분야에는 조사된 기업의 응답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과 연 성이 높지 않은 기술 분야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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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은 없

는 것으로 조사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차세  웹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시스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DBMS 엔진, 유비쿼터스 시스템, 설계 S/W, 웹, 드리아버, 산장비 소 트웨어, 업무용 
S/W, 교육용 솔루션, 라이 러리, 웹 솔루션

해외 기업
콘톰, 마이크로스포트, SOFTWARE AG, Alcatel Lucent, Yahoo, Kuraray, Oracle , SAP, 
Bea Systems

국내 기업
기업 한 , SK, 우, 이티

소기업
로엔, 신시웨이, 그루데이터, 비엠즈, 와이앤에이치이엔씨, 리얼타임테크, 유한이엔씨, 아이
비르넷, 유비 트 아이엔씨, 넷컴솔루션, 신화에스엔시, 올제텍, 코잡, 이앤엘정보시스템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58%의 기업이 S/W 형태의 제품을 거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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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

시멘텍 웹 엔진

서비스 정보를 한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

메타 데이터 지스트리 설계 기술 특

다양한 서비스를 한 지능형 동  웹 서비스 처리 기술

웹 라우징 처리를 한 차세  마크업 언어 기술

지능형 웹 인덱싱 기술

스마트 RDF 구축 기술

온톨로지  구성  추출 

엔진

스마트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특

WDSL을 이용한 지능형 온톨로지 자동 구축 기술

RDF/OWL 을 이용한 온톨로지 개발 기술

웹기반 화형검색엔진
맞춤형 컨텍스트 웹 구  기술

온톨로지 분석/검색을 한 RDF 질의 엔진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시멘텍 웹 엔진

서비스 정보를 한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

메타 데이터 지스트리 설계 기술

다양한 서비스를 한 지능형 동  웹 서비스 처리 기술

웹 라우징 처리를 한 차세  마크업 언어 기술

지능형 웹 인덱싱 기술

스마트 RDF 구축 기술

온톨로지 구성  

추출 엔진

스마트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WDSL을 이용한 지능형 온톨로지 자동 구축 기술

RDF/OWL 을 이용한 온톨로지 개발 기술

웹기반 화형

검색엔진

맞춤형 컨텍스트 웹 구  기술

온톨로지 분석/검색을 한 RDF 질의 엔진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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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목표
최종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시멘텍 
웹 엔진

서비스 정보를 
한  시맨틱 어노테
이션 기술

　

서비스정보에 필요
한 온톨로지  센
서마크업기술
개발

시멘틱 어노테이
션 표   개발

　

서비스 정보를 
한 시멘틱 어

노테이션 기술 
개발

다양한 서비스를 
한 지능형 동  

웹 서비스 처리 기
술

　
지능형 웹 분석 기
술 개발

지능형 동  웹 
서비스 처리 기술  
개발

　

다양한 서비스
를 한 지능형 
동  웹 서비스 
처리 모듈 개발

웹 라우징 처리
를 한 차세  마
크업 언어 기술

　

별도의 러그인 없
이 웹에서 진보된
스마트웹 응용제작
이 가능한 마크업 
언어분석/개발

차세 모바일웹응
용을 한
마크업언어분석/
개발

　

웹 라우징 처
리를 한 차세

  마크업 언
어 개발

지능형 웹 인덱싱 
기술

　
시멘틱 정보 기반 
웹 크롤링 기술  개
발

텍스트분석(자연어
처리)
온톨로지매핑기술
개발

지능형 웹 인
덱싱 엔진 개
발

지능형 웹 인덱
싱 기술 개발

스마트 RDF 구축 
기술

　 　
시멘틱처리를 한
RDF기술분석
스키마개발

스마트 RDF 
구축을 한 
표   인터페
이스 개발

스마트 RDF 구
축

온톨로
지 구성 

 추출 
엔진

스마트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온톨로지 구성 기술 
개발

시멘틱 정보 기반 
온톨로지 모델링  
기술 개발

　
스마트 온토로
지 모델링

WDSL을 이용한 
지능형 온톨로지 
자동 구축 기술

　
WDSL기반 온톨로
지 구축 인터페이스 
개발

지능형 온톨로지 
자동 생성 기술  
개발

　

WDSL을 이용
한 지능형 온톨
로지 자동구축 
기술개발 

RDF/OWL 을 이
용한 온톨로지 개
발 기술

　
RDF/OWL을 이
용한 온톨로지 개
발

　
R D F / O W L 을 
이용한 온톨로
기  재갈

웹기반
화형

검색엔
진

맞춤형 컨텍스트 
웹 구  기술

　
맞춤형 컨텍스트 분
석 기술 개발

맞춤형 컨텍스트 
표  인터페이스  
개발

맞춤형컨텍스
트웹구 기술 

맞춤형 컨텍스
트 웹 구

온톨로지 분석/검
색을 한 RDF 질
의 엔진 기술

　 　
온톨로지 분석/검
색 알고리즘 개발

온톨로지 분석/
검색을 한 
RDF 질의 엔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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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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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소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은 소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리하기 한 

소셜 온토롤지 인 라  서비스 기술  소셜 네트워크상의 지능형 시맨틱 검색

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맞춤화하여 검색하는 랫폼임.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은 소셜 온톨로지, 지능형 시멘틱 검색, 상황인

식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의 구성 요소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소셜 온톨로지임. 소셜 온톨로지란 다차원 에 따라 분류된 심 커뮤

니티들간의 상  계에 한 소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 베이스 임. 

 ○ 소셜 온톨로지는 심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한 소셜 온톨로지 인 라 구축, 

심 커뮤니티별 공유정보 장소  생성된 지식 콘텐츠 리, 소셜 온톨로지 개

념별 공유 지식 콘텐츠 자동 매핑  온톨로지 기반 자동 분류 서비스에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음.

 ○ 지능형 시멘틱 검색은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으로 검색 

알고리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의 모든 계 정보,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

추하여 검색함. 이를 하여 소셜 그래 ,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음.

 ○ 상황인식 서비스는 사용자가 요청에 하는 시 에서 이용될 수 있는 사용자정보를 

비롯하여 시간, 치, 활동 상태 등 모든 상황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가공을 

통해 상황정보로 변환시켜 해석, 추론  학습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상황에 맞

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 범

 ○ (제품 분류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은 소셜 온톨로지, 지능형 

시멘틱 검색, 상황인식 서비스 련 기술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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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32)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5007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의 75.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32)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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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

것 
752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

리를 한 신경회로망
654

G06Q-030

특수한어 리 이션에특히 합한디지털컴퓨 는데이터처리장치 는방법

(G06F17/00이우선;행정,상업,재정,경 ,감독 는 측을목 으로하는것에특히 합한

데이터처리시스템 는방법 

327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

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259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신호의

상호연결혹은 송G06F13/00)  
193

G06F-007
취 하는 데이터의 순서 는 내용을 조작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방법 는 

장치(논리회로 H03K 19/00)
131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일본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ICROSOFT CORPORATION이 미국과 유럽에서 상  출원기업으

로 분석되었음.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ICROSOFT  

CORPORATION
13 20

MICROSOFT  

CORPORATION
33 20 Fujifilm 51 0

2 Yahoo! Inc. 12 7 Yahoo! Inc. 19 7
Ricoh  company 

ltd.
40 0

3

Samsung 

Electronics Co., 

Ltd.

9 10 Nokia Corporation 19 10 SeikoEpsonCorp. 11 0

4

Huawei 

Technologies Co., 

Ltd.

14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15 1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7 0

5
Nokia 

Corporation
9 2 Google Inc. 11 2 Canon Inc. 6 0

(2) 국내동향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9년 

90건 피크치에서 ‘10년 44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11년에는 11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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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

은다른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G06F13/00)  
94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87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56

G06F-019

특수한어 리 이션에특히 합한디지털컴퓨 는데이터처리장치 는

방법(G06F17/00이우선;행정,상업,재정,경 ,감독 는 측을목 으로하는

것에특히 합한데이터처리시스템 는방법G06Q) 

32

G06Q-050

특수한어 리 이션에특히 합한디지털컴퓨 는데이터처리장치 는

방법(G06F17/00이우선;행정,상업,재정,경 ,감독 는 측을목 으로하는

것에특히 합한데이터처리시스템 는방법 

16

G06F-021

부정행 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보안 장치

(멀티 로그래  9/46; 허가받지 않은 메모리 사용에 한 보호 12/14; 

부호화된 ID카드 는 신용카드에 의해 작동하는 지불장치 G07F 

7/08; 앙국에 의해 감시되는 도난 방지 설비 G08B 26/00; 비  는 

안 한 통신 H04L 9/00;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H04L 12/00)

14

[국내 IPC분류별 황]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602 -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68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에서는 삼성 자 19건, 이티 18건으로 두각을 나타냄.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68 (주) 아이티비엠지 5 삼성 자(주) 19

2 아주 학교산학 력단 17 모두스타 (주) 3 (주) 이티 18

3 성균 학교산학 력단 15 (주)인피넥스 3 에스 이 텔 콤(주) 8

4 경희 학교 산학 력단 12 (주)제노다임테크 3 삼성에스디에스 (주) 8

5 한국과학기술원 8 (주)한국공간정보통신 3 엘지 자 (주) 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

장 높은 구성요소는 컨버젼스 임워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

국의 기술경쟁력이 0.02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컨버젼스 임워크(1.57), 

운 체제 OS(1.11)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상황인식스마트모바일 랫폼 1.05 613.04 1.18 0.30 0.01 0.59 

컨버 스 임워크 0.99 1,321.45 0.84 2.62 0.02 1.57 

개인정보 보호 엔진 0.91 103.19 1.43 - - 0.65 

운 체제 (OS) 0.86 73.32 1.69 0.48 0.01 1.11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컨버 스 

임워크(1.13), 상황인식스마트모바일 랫폼(0.90)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컨버 스 임워크가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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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가지 구성

요소  운 체제 (OS)가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상황인식스마트모바일 랫폼 9,044 0.90 130.48 

컨버 스 임워크 25,952 1.13 409.13 

개인정보 보호 엔진 874 0.44 322.41 

운 체제 (OS) 557 0.38 447.06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상황인식스마트

모바일 랫폼 
0.08 0.60 0.90 130.48  

컨버 스 

임워크
0.02 1.57 1.13 409.13 

개인정보 보호 

엔진
- 0.66 0.44 322.41 

운 체제 (OS) 0.01 1.11 0.38 447.06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상황인식스마트 모바일 랫폼이 3.2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는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을 제외한 구성요소가 1 으로 기술 

인 라가 갖추어지고 있는 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단되며, 기술 진입도는 평

균 수로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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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상황인식스마트

모바일 랫폼 
3 1 2.2 4 4 4 3.28

컨버 스 

임워크
1 5 2.6 2 2 2 2.24

개인정보 보호 

엔진
1 1 1 5 2 3.5 2.5

운 체제 (OS) 1 4 2.2 5 2 3.5 2.9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소셜 온톨로지 

 시장 니즈 1 : 랫폼 구축  운 의 가격화  

 ○ 랫폼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고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IT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랫폼 구축과 활용이 훨씬 용이해짐. 

한 랫폼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제 로 구축되기만 하면 랫폼 운 에 많은 인력

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랫폼을 구축하고 운

할 수 있음.  

 시장 니즈 2 : 랫폼 개방형

 ○ 과거 부분의 응용 로그램들은 특정 랫폼에서만 운용되도록 개발돼 왔지만, 

최근에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부 로그램들이 다른 랫폼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음. 

 ○ 랫폼 운 회사가 그들의 고객 기반을 다른 회사가 활용해서 독자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랫폼을 개방함.

 ○ Open API 지원으로 사이트 간 연동이 확 되었으며, 랫폼 외부 개발자들이 다

양한 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오  랫폼 략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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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서비스  하나가 게임이라는 타 서비스와 목한 소셜네트

워크게임(Social Network Game, SNG)이며, 가장 성공 인 수익 모로 부각되고 있음.

 시장 니즈 3 : 랫폼 컨버 스와 개인화

 ○ 랫폼과 랫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컨버 스 될 것으로 상됨. 사용자가 자

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성하여 자신만의 랫폼을 만들어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랫폼임. 

 ○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모아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개인화. 

 ○ 소셜 랫폼은 사람이 심이 되는 랫폼임. 소셜 랫폼은 수많은 개인과 기업

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계를 형성한 계망을 기반에 두고 있음. 따라서 기

존의 랫폼과는 달리 충성도가 높으며, 사용자간의 친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욱 그러함.

(2) 지능형 시맨틱 검색 

 시장 니즈 1 : 검색 패러다임의 변화 

 ○ 지 까지의 검색은 사용자 개개인이 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검

색패턴과 경험, 그리고 기계 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검색엔진 시스템이 심에 

있었음. 

 ○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으로 검색 알고리즘에 의존하던 방

식에서 탈피하여 능동 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악하고 기존의 정보를 가공  분

석하여 활용하고 있음.

 ○ 사용자의 모든 계 정보,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추하여 추천해주거나 검색시 결과로 보여 .

 ○ 친구들이 많이 추천해주는 정보를 우선 으로 보여주는 신뢰 기반의 검색으로 변

화함.

 ○ 소셜 네트워크는 기존의 검색엔진보다 더 효과 인 정보 근  유통 랫폼이 될 

것으로 망되며, 인맥 심의 제한된 기존 소셜 네트워크 기술에 비해 문가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한 고  지식 콘텐츠 유통을 진하는 기반 마련으로 지식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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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산업의 질  개선이 필요함. 

 시장 니즈 2 : 개인 맞춤형 검색

 ○ 랫폼 외부 개발자들이 랫폼 운 회사의 고객 정보와 계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인의 기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함.

 ○ 개인의 성향을 악하여 개인에게 최 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함.

 시장 니즈 3 : 통합된 소셜 그래   SNA

 ○ 웹 사이트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독립 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

들의 소셜 정보를 의미하는 소셜 그래 를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소셜 그래 로 

표 함. 이 게 통합된 소셜 그래 를 바탕으로 개인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

을 추천할 수 있는 진정한 개인화 서비스가 탄생함. 

 ○ 어떤 사이트는 회원들 간의 친구 계 정보를, 어떤 사이트는 회원이 좋아하는 동

상 콘텐츠의 계를,  다른 사이트는 회원이 자주 찾는 장소정보를 보유할 경

우, 이와 같이 개별 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셜 그래 를 통합함.  

 ○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계

를 측정하고 매핑하여 정보  지식을 처리함. SNA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요한 

지식 계를 반 하며, 특별히 조직간의 조를 향상시키고, 지식을 창조하며 함. 

 ○ 사용자 경험을 수많은 사이트들이 상호공유하면서 사용자에게 보다 정교하고 최

화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시장 니즈 4 : 개방형

 ○ 소셜 그래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 러그인, 오  그래  로토콜, 그래  

API도 개방함.

(3) 상황인식 서비스

 시장 니즈 1 : 상황인식 정보의 활용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가장 알맞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주어진 상황(Context)을 히 처리하고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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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정보는 사용자가 컴퓨터와 커뮤니 이션을 하는 시 에서 이용될 수 있는 정보

를 말하며, 사용자정보를 비롯하여 시간, 치, 활동 상태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함.

 ○ 상황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가공을 통해 상황정보로 변환시켜 해석, 추론  

학습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한 서비스를 제공함. 

 시장 니즈 2 : 통합된 상황인식 서비스

 ○ 유비쿼터스 모바일 환경에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황인식 서비스를 한 많은 

단말장치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많은 모바일 단말과 서비스들은 하

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을 

혼란시킴.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세계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 기  10억명이 넘을 것으로 eMarketer는 망함

※ 자료 : eMarketer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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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SNS 고 시장 규모도 2011

년 약 81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eMarketer 

[소셜 네트워크 고 시장 망]

 ○ SNS는 고가 주요 수입원인 것으로 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입자 확보가 

요하며, 소셜 컴퓨  서비스  가장 표 인 수익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소

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 SNG)의 시장을 살펴 으로서 소셜 컴

퓨  서비스 랫폼에 한 시장을 추정해 

 ○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SNG는 2011년 약 10억달러의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14년 약 50% 증가하여 15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망함.

※ 자료 : 콘텐츠 진흥원

[세계 소셜 네트워크 게임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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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컨버 스 

임워크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개인정보 

보호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무역부분 품목 코드]

 ○ 통계회사 Developer Analytics가 2010년 9월에 발표한 다운로드 어 리 이션 순

를 살펴보면, 상  20  내에 SNG가 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SNS 특성에 

의하여 다단계식 교제로 이용자를 폭발 으로 증가시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

되고 있음

 ○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한 소셜 랫폼 시장 경쟁이 과거처럼 단편

화된 경쟁구도가 아닌 다변화된 경쟁구도로 어들어 SNG 업체외에 다양한 기업

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보  확산으로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단됨

(2) 무역 황 분석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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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운 체제 

(OS)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
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
료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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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

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

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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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emory, software, low, failure, cluster, controllerchannel, channels, availability, connecting, 

Enhanced, accordance, rangefailure, hardware, platform, detection, features

CR_2
unit, signal, High, processing, reliabilityoperating, storage, singlecontroller, capable, channel, 

frame

CR_3
communication, disclosed, providingnode, level, configured, different, twoservice, security, 

number

CR_4 degree, direct, privatetraffic, prevent, protecting, participating, pool, sets

CR_5
engine, terms, store, rate, support, presented, reviewsrelationship, embodiments, receiveutility, 

share, operates, Load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 포지션맵 작성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 포지션맵]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는 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

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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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6
contact, relationships, identify, display, onlineidentifier, assigned, mechanism, managingvirtual, 

identifier, individuals

CR_7

location, mobile, request, content, group, relationship, service, unit, search, enginesearch, results, 

result, member, virtual, contact, environment, node, cardresource, feedback, resources, 

performed, performance, model

CR_8

card, account, event, electronic, entities, wireless, given, imageserver, determine, 

accesssubscriber, subscribers, identifiers, monitored, requesting, ID, executed, tracking, collection, 

audio, region, websites, intended, proximity, credit

CR_9 individuals, database, specific, inputvalue, representing, predetermined

CR_10
methods, systems, includeactivities, facilitate, activity, sharedwish, expressed, inter, secure, 

series, assignments, random

CR_11
request, response, receivingtrust, filtering, distance, presence, potential, tags, end, mapclient, 

interest, computing, applications

CR_12
network, user, informationport, PCI, adapter, downstream, Table, stream, subscriber, friends, 

cards

CR_13
Behavior, behaviors, generate, human, person, website, space, trust, agent, game, groups, name, 

linkdistribution, parameters, established, selecting, levels, certain

CR_14
route, home, Mobility, section, voltage, running, quick, words, persons, team, semiconductor, 

port, unitsmodel, point, source, local

CR_15
first, plurality, communication, device, convergenceimage, camera, operation, recognition, object, 

resource, value

CR_16
data, users, methods, first, location, disordergroup, determining, message, profile, relatedprofile, 

web, particular, selectedobject, video, uses, comprising

CR_17 recording, optical, layer, film, direction, Behavior, conditions, memory, route, beam

CR_18
beam, focal, converging, emitting, Photographing, clock, parity, Xb, successive, alert, width, 

occur, boot, paper, circuits

CR_19 social, system, network, data, recording

CR_20 units, score, detect, period, combination, obtain, consumer, scoring, category

CR_21 metrics,subset,operations

CR_22 recognition,terminal,relates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상황인식 스마트모바일 랫폼
상황인지 기술

의미론  추론 방법  학습 기술

컨버 스 임워크

참조아키텍처 기술

공통된 데이터 모델 기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 컨버 스 기술

확장형 소셜온톨로지 기술

개인정보 보호엔진

개인정보 처리 기술

스토리지  운 체제 보안 기술

인터넷평 리 기슬

데이타 근권한 기술

운 체제(OS)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을 한 운 체제 기술

소셜클라우딩 소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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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상황인식 스마트모바일 

랫폼

상황인지 기술 17% 8% - 8%

의미론  추론 방법  학습 기술 8% - 8% 8%

컨버 스 임워크

참조아키텍처 기술 17% - - 17%

공통된 데이터 모델 기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 컨버 스 기술
25% - - 25%

확장형 소셜온톨로지 기술 8% - - 8%

개인정보 보호엔진

개인정보 처리 기술 33% - - 33%

스토리지  운 체제 보안 기술 33% - - 33%

인터넷평 리 기슬 25% - 8% 33%

데이타 근권한 기술 17% 8% - 25%

운 체제(OS)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을 한 

운 체제 기술
- - - -

소셜클라우딩 소싱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2기업의 결과 임.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엔진 분야가 소기업에 가장 

합한 분야인 것으로 악되며, ‘개인정보 처리기술’, ‘스토리지  운 체제 보

안 기술’, ‘인터넷 평 리 기술’ 등은 소기업형 기술이라는 응답이 33%인 것

으로 나타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련 기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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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스마트폰 앱, 통신단말 랫폼, 임베디드시스템, 웹솔루션, 온라인 고, 인터넷 정

보보호시스템, 디지털 양상컨텐츠, 시스템 소 트웨어, PC 로그램 제어, 비행기제

어 SW, 웹보안시스템, DB, 홈페이지, 화컴퓨터 그래픽, 창고 리자동화패키지, 

자 학시스템, 교통신호장치

해외 기업 마이크로스 트, 야후, 구 , 후아웨이

국내 기업

기업 -

소기업

인크로스, 라이트 인, 유니텔, 알엠엘소 트, 올제텍, 다임, 코잡, 더아이엠

씨, 매크로그래 , 한성지오매틱스, 윙크, 월드 러스원, 유징테크, 제이엠피시스템, 

디지피

 ○ 스마트 소셜 컴퓨  서비스 랫폼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

보면, 58%의 기업이 S/W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  사슬

상 수요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소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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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스마트모바일 랫폼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의미론  상황 추론  학습 기술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 기술

맞춤형 소셜클라우딩 소싱 기술

지능형  소셜 임워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 데이터모델 컨버 스 기술

확장형 소셜온톨로지 기술 특

소셜  개인정보 보호엔진

소셜 개인정보 처리 기술

소셜 평 리 기슬

소셜 오 형 데이타 근 기술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스마트모바일 랫폼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의미론  상황 추론  학습 기술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 기술

맞춤형 소셜클라우딩 소싱 기술

지능형  소셜 임워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 데이터모델 컨버 스 기술

확장형 소셜온톨로지 기술

소셜  개인정보 보호엔진

소셜 개인정보 처리 기술

소셜 평 리 기슬

소셜 오 형 데이타 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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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목표

최종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스마트모바일 

랫폼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다양한스마트디바

이스를활용한

멀티모달상황인지

기술개발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개발

의미론  상황 

추론  학습 기술
　 상황 정보 표 화

상황정보추론 학

습을통한

상황정보추론

고도화

상황 추론 엔진 

개발

의미론  상황 추론 

 학습 모듈  개발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 

기술

　 　

상황정보 기반 

랫폼 

인터페이스  개발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  

개발

상황인식 스마트 

모바일 랫폼  

개발

맞춤형 

소셜클라우딩 소싱 

기술

　
소셜 클라우딩 

소싱 기술 분석

개인 선호도 기반 

맞춤형 소셜  

클라우딩 소싱 

기술 개발

　

맞춤형 소셜 

클라우등 소싱 기술  

개발

지능형  소셜 

임워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 

데이터모델 

컨버 스 기술

　
개별 서비스 

데이터모델 개발

데이터모델간 

컨버 스 기술 

개발

통합서비스제공

을 한

데이터모델컨버

스인터페이스

개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한  

데이터모델 

컨버 스 모듈 개발

확장형 

소셜온톨로지 기술
　

소셜 온톨로지 

개발

지능형서비스제공

을 한

확장형소셜온톨로

지구축

확장형 

소셜온톨로지 

인터페이스  

개발

확장형 

소셜온톨로지 개발

소셜  

개인정보 

보호엔진

소셜 개인정보 

처리 기술
　

개인 Profile 

생성/ 리  기술 

개발

소셜 개인정보 

리/처리 기술  

개발

　
소셜 개인정보 처리 

기술 개발

소셜 평 리 

기슬
　 　

사용자간 신뢰도 

분석 기술 개발

신뢰도 기반 

소셜 평 리 

기술  개발

소셜 평 리 기술 

개발

소셜 오 형 

데이타 근 기술
　 　

사용자 Profile 

기반 데이터  

권한 리 기술 

개발

소셜 오 형 

데이터 근 기술 

개발

소셜 오 형 데이터 

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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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콘텐츠⋅SW

- 619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컴퓨  사용 환경이 발 ,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획득되는 비디오 상

을 분석하여 물체를 탐지하고 기술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 강건한 비디오 처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 다양한 상 처리 기술 , 

   - 다양한 정보(가시 선, 비가시 선 등 포함)를 융합하여 사용하며

   - 복잡한 배경에서의 정교한 ROI 추출 기술과

   - 자기 변형에 강건한 객체의 탐지 기술은

사용자의 의도에 지능형 반응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이며 필수 인 기술임.

 ○ 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 응력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특정 응용 분야에 합

한 지능화된 상 인식 기술의 개발 한 요구됨

[다양한 상 소스에서 필수 인 배경 분석, 객체 추   인식 등의 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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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

 ○ 복수개의 이기종의 상 소스를 이용한 융합/복합 인 상 처리 기술 개발: 

최근의 PC에 부착되는 Kinect 카메라와 같은 복수개의 상 정보를 이용한 

고정  상 인식 기술개발

 ○ 실시간 응형 배경 모델링 기술 개발: 복잡한 배경, 카메라와 객체의 움직

임 등에 강건한 상 보정  배경 분리 기술 개발

 ○ 변형이 가능한 객체의 추출  인식 기술 개발: 사람, 자동차 등의 객체별 추

/인식 기술 개발, 추출된 객체로 부터의 제스처 인식 기술 개발, 이를 활

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어 기술 개발

 ○ 다양한 환경에 응력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특정 응용 분야에 합한 지능화

된 상 인식 기술의 개발 한 요구됨

2. 기술(특허) 분석33)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5525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

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45.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

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5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33)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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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

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421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

형태의것 
296

G11B-020 기록 는재생방법에특징이없는신호처리이것에 한회로   253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

른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G06F13/00) 
223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

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

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205

H04L-029

그룹 1/00～ 27/00에서 단 한개의 포함되지 않는 배치, 장치회로 는 시

스템(메모리, 입출력장치 는 앙처리장치간의 상호연결 는 정보 는 

다른 신호의 달 G06F 13/00)

136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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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일본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ICROSOFT, SAMSUNG ELECTRONICS CO LTD.가 가장 두드

러지게 유럽과 미국에서 상  출원 기업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23 19
MICROSOFT  

CORPORATION
86 35 Canon Inc. 105 2

2
Nokia 

Corporation
21 19

SAMSUNG 

ELECTRONICS 

CO., LTD.

63 13 Sonic 60 14

3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6 30

CANON 

KABUSHIKI 

KAISHA

58 13
Ricoh  company 

ltd.
36 6

4
QUALCOMM 

Incorporated
5 28

SONY 

CORPORATION
14 23 SeikoEpsonCorp. 32 3

5
MICROSOFT 

CORPORATION
7 20

Nokia 

Corporation
25 12

Toshiba  

Corporation
31 3

(2) 국내동향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5년 126건 피크치

에서 ‘10년 35건을 기 으로 큰 폭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11년에는 6건이 출

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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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11B-020 기록 는재생방법에특징이없는신호처리이것에 한회로   228

G06T-017 컴퓨터 그래픽용 3차원(3D) 모델링 69

G06T-015 삼차원(3D)화상 더링   68

G06T-007 화상 분석, 를 들면 비트맵으로부터 비비트맵 (non bit-mapped)으로 43

G11B-027 편집;색인;어드 싱;타이 는동기;모니터링테이 주행측정   41

G06T-001 범용화상데이터처리   2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출원이 활발하고 연구기 으로는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28 (주) 써니그라피 4 엘지 자 (주) 127

2
연세 학교

산학 력단
7 (주) 한국 오.지. 이 3 삼성 자(주) 86

3 한국과학기술원 5 (주)아이디스 3 (주) 우일 트로닉스 33

4
부산 학교

산학 력단
2

씨리얼 테크놀로지

스 게엠베하
2 엘지디스 이 (주) 33

5
아주 학교

산학 력단
2 (주) 인콤 2 (주) 오토넷 17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

요소는 3D 상 가 솔루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

쟁력이 0.0.095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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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가상 시뮬 이션(1.740), 3D 

상 작 솔루션(0.981)순으로 나타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상처리 솔루션 1.09 227.30 0.81 0.80 0.049 0.67 

3D 상 작 솔루션 0.82 85.87 1.05 0.82 0.095 0.98 

실감형 화 솔루션 1.01 122.23 1.23 1.17 0.067 0.90 

가상 시뮬 이션 1.06 157.93 0.99  0.82 0.047 1.74

미디어재생/ 임워크 0.91 99.67 1.08 1.57 0.142 0.8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상차리 시스템(1.09), 

3D 상 작 솔루션(1.08)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상처리 시스템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5가지 구성요소  상

처리 솔루션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상처리 솔루션 3,270 1.09 612.29 

3D 상 작 솔루션 1,107 0.73 464.40 

실감형 화 솔루션 1,892 1.08 266.38 

가상 시뮬 이션 2,038 0.95 413.49 

미디어재생/ 임워크 1,720 1.08 193.6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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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상처리 솔루션 0.05 0.69 1.09 612.29  

3D 상 작 솔루션 0.10 0.98 0.73 464.40 

실감형 화 솔루션 0.07 0.90 1.08 266.38 

가상 시뮬 이션 0.05 1.74 0.95 413.49 

미디어재생/ 임워크 0.14 0.80 1.08 193.68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3D 상 작 솔루션이 3.3으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는 상처리솔루션과 가상시뮬 이션을 제외한 구성요소가 3  이상

으로 나타나 한국의 기술 인 라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단되며, 기술 진입도

는 평균 이하 수로 분포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상처리 

솔루션
2 1 1.6 2 1 1.5 1.54

3D 상 작 

솔루션
3 3 3 5 2 3.5 3.3

실감형 화 

솔루션
3 2 2.6 2 2 2 2.24

가상 

시뮬 이션
2 5 3.2 4 2 3 3.08

미디어재생/

임워크
4 1 2.8 2 3 2.5 2.6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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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상 기반 보안 시스템

 ○ 각종 테러  강력 범죄의 증가로 인해  세계 으로 보안 의식이 확 되면서, 

카메라 기반의 보안장비에 한 수요 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지능형 상분석 시스템은 물체추 , 그 가운데서도 사람처럼 의미 있는 물체만을 

추 할 수 있는 추  엔진을 탑재하여 추 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기존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재 그 비 은 단지 4%

에 불과하나, 발 된 상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차세  상보안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망됨.

 ○ 상감시 산업은 보안의 용도 뿐 아니라, 교육  융, 교통, 비즈니스, 고객 행동 

분석 등에서 그 사용 역이 확 되는 등 산업 반 인 분야에서 수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 되고 있음

[국내 보안시장 규모 추이  망]

 (단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감시
액 6,675 7,209 7,823 9,461 10,142

유율 32.0% 32.3% 32.7% 31.5% 31.1%

출입통제
액 2,430 2,556 2,683 3,277 3,796

유율 11.6% 11.4% 11.2% 10.9% 11.7%

알람모니터링
액 1,800 2,164 2,423 3,240 3,549

유율 8.6% 9.7% 10.1% 10.8% 10.9%

바이오인식
액 674 711 798 1,059 1,227

유율 3.2% 3.2% 3.3% 3.5% 3.8%

무인 자경비서비스
액 9,300 9,700 10,200 13,000 13,800

유율 44.5% 43.4% 42.6% 43.3% 42.4%

합계
액 20,880 22,341 23,928 30,038 32,515

유율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자료  : 시큐리티 월드, “국내 보안시장 망 보고서”, 2009. 4.

□ 융합 미디어 시 의 통합 연구/개발 분야

 ○ 상 처리 기술 분야는 보안, 디지털 장장치, 상분석 등의 기술 분야를 통합 

활용하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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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다수의 국가, 기업 차원에서 고정  상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상 분석 시장을 선도할 수 의 제품은 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상 분석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의 공 이 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 분석 기술 한 막 한 시장 창출의 잠재성이 있다고 단 됨

 ○ 상 인식 기술은 소 트웨어 분야로써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식 엔진의 SOC 

구 , 임베디드 는 스마트기기에서의 운용 등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

인 분야임.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MV용 이미지 로세싱 소 트웨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  보안 소 트웨

어는 연평균 15.6% 성장하여 2014년 약 1.4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증가할 망이며, 

련 분야  가장 큰 규모와 성장성을 갖는 시장인 것으로 악됨

   - 생체인식 소트웨어 시장은 2011년 재 9,200만불의 시장에서 연평균 15.3% 성장

하여 2014년에는 약 1.3억 불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조사됨

   - 국내 의료 상기기 시장규모가 최근 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의료 분야 이미지 

로세싱 소 트웨어 시장도 연평균 13.3%성장한다는 망에 따라, 2014년에는 

7,500만불의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상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감시  보안 70 85 98 114 131 144 15.6 

생체 인식 65 80 92 106 123 132 15.3 

운송  교통 리 40 45 51 58 66 75 13.3 

의료 이미징  실험실 자동화 40 45 51 58 66 75 13.3 

우편  융 35 40 45 52 59 66 13.6 

기타 65 75 84 95 106 116 12.4 

체 315 370 422 482 550 609 13.3

[이미지 로세싱 소 트웨어 시장 망]
(단위: Mil $)

※ 자료 : BCC Research. 2010.6, Machine Vision: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 련 분야  가장 큰 성장이 상되는 비디오 감시 소 트웨어 시장에 따르면 

VMS시장은 2009년 8.2억달러에서 2014년 약 19억달러로 연평균(CAGR) 18.8% 성

장이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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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 분석 시장은 연평균 39.7%로 비교  높게 성장하여 2014년에는 약 3.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조사됨

※ 자료 : MarketsandMarkets . 2011. 9, Global Video Surveillance Market, Applications and Management Services Forecasts (2010-2015)

[비디오 감시 소 트웨어 시장 망]

 ○ 비디오 감시 소 트웨어 시장은 보안시스템, 소매 의 도 방, 교통 감시키메

라 등과 련하여 발 하여 왔으며, 비디오 감지 장치의 사용 범 와 수요가 커

지는 추세에 따라 향후 시장의 규모도 큰 폭의 성장이 망됨

 ○ 테러  범죄 증가는 보안시장에 한 인식 확산과 형 범죄 사건들이 새로운 

상감지 시스템의 설치 필요성에 한 심을 환기시키는 추세임

   - 북미 상감시 소 트웨어 시장은 2006년 1억 3,976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

고, 2013년경에는 8억 2,665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망됨

 ○ 한 상감시 카메라의 보 이 확 됨에 따라 시장의 추세가 단순한 HW제조에

서 차 통합 인 보안 서비스 제공 역으로까지 확 됨에 따라 지능형 보안 솔

루션  무선 상 솔루션 등의 기술개발이 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련 연구 확 와 함께 시장 성장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단됨

 ○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e-리더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이를 이용한 N스크

린 사용자의 증 로 동 상 시청이 늘어나면서 상 처리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해상도보정, 더링, 코딩 등 상분석  처리 등과 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OVP(Onilne Video Platforms)에 한 국내 기업들의 심이 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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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OVP 시장을 살펴 보면, 2011년 약 3억 달러에서 2015년 약 5.7억 달러로 연

평균 21%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망됨

             ※ 자료 : Frost & Sullivan. 2011. 11, World Online Video Platforms Market (2010-2015)

[온라인 비디오 랫폼 세계 시장 망]

 ○ 상 분석을 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제스처 인식 분야이며, 자동차, 스마트 

폰, TV 등에 임베디드되어 다양한 콘텐츠 제어에 활용도가 높음

 ○ 제스처 인식 시장은 재까지 2D시장이 3D시장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2D 시장의 경우 2014년 약 3.7억 달러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망됨. 체 시

장은 2014년까지 연평균 25.6%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 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2D N/A 188 236.3 297 373.4 469.4 25.7

3D N/A 12 9.6 7.7 9.6 12 24.5

체 N/A 200 246 304.8 383 481.4 25.6

[제스처 인식 세계 시장 망]

(단위: mil $)

 주: 제스터 인식 시장은 2010년부터 상업화됨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11.6, Global Touchless Sensing & Gesture Recognition Market

(2) 무역 황 분석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5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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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상처리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3D 상 작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실감형 화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가상 

시뮬 이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미디어재생/ 

임워크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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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

(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됨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

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

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

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

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

자료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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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 포지션

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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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ignal, speed,  communication, circuit, integrated, bit, module, transport, section, components, 
frequency, distribution, level

CR_2 unit,  first, digital, signal, storage, server, ink, surface, print, Optical, units,  binary, field, 
modules, objects, DRM, error, side, waveletsignals, multi,  processor

CR_3 two,  single, samearea, text, renderingfile, files, area

CR_4 telephony,  ATM, movement, secondary, tags, relay, renderdata, method, multimedia, image,  
recording

CR_5 image,  compression, processing, media, unitsection, coding, compressing, block,  frame, 
colorcolor, pixel, graphics, portion, search, componentsframe, value,  predetermined

CR_6 document,  produced, contained, index, player, motion, portable, connections, bus,  model, 
station, spatialcontents, enables, recorded, management, newTV,  central, television

CR_7 search,  searching, metadata, engine, identification, contents, MPEGtext, additional,  form

CR_8 information,  apparatus, oneprocessor, low, controller, operation, twomemory, storing,  stored

CR_9 content,  user, video, devicemessage, sent, uses, streamed

CR_10
storage,  program, compressedportion, change, code, component, Dynamic, sizegamut,  great, 
corrected, unbalancing, gradation, instruction, medical, codestream,  character, zoom, noise, 
Brightness

CR_11 embodiments,  i.e, sources, varietydescription, radio, ports, subscriber, QoS, conference,  
language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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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2 device,  control, networkmobile, broadcast, web, virtualconfigured, architecture,  
embodiments

CR_13 browsing,  demand, interaction, adaptation, encryption, computing, schedule, cause,  music, 
RTP, card, differential, party, server, client, streaming, service

CR_14 format,  receives, connected, upstream, modem, shared, duration, slot, MLC

CR_15 transport,  terminal, end, IP, wireless, session, message, mobile, configured

CR_16 wireless, voice,  services, Internet, virtual, node, local, mode

CR_17 stream,  information, content, media, high, stream, multiple, disclosed, different,  associated, 
packet, packets, channel, receivedbuffer, request, real, source,  signals

CR_18 two, single,  same, area, text, rendering, source, transfer, formatfile, files, area

CR_19 section, coding, compressing, block, frame, color

CR_20 service, multiple, quality, packet

CR_20
digest,searches,receipt,query,sensors,positions,news,URLs,programmer,skip,corresponds,out
band,manager,elementary,upstream,enhance,status,cells,telephony,reservation,library,schedu
ler,topology,gamut,browsing

CR_20 recording,obtained,images,file,buffer,circuit,ink,texture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는 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상처리 솔루션
상기반 고 신뢰 상처리 기술

지능형 상 처리 기술

3D 상 작 솔루션

3D 더링 기술

3D 가시화 기술

3D 작 기술

실감형 화 솔루션

실감형 UX 소 트웨어 기술

다양한 정  트래킹 기술

실시간 화형 합성 소 트웨어 기술

가상 시뮬 이션

실시간 시뮬 이션 기술

지능형 객체반응 시뮬 이션 기술

색상 시뮬 이션 기술

객체 동작 인식 기술

다자간 력 가상훈련  기술

미디어재생/ 임워크

미디어 작기술

미디어 임워크 개발

멀티 랫폼 미디어 임 워크 기술 

디지털 미디어 재생 기술

고화질 미디어 재생 기술

스 이러블 미디어 재생 기술

멀티운 체계 지원미디어 임워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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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상처리 

솔루션

상기반 고 신뢰 상처리 기술 42% - 8% 33%

지능형 상 처리 기술 42% 8% 8% 33%

3D 상 작 

솔루션

3D 더링 기술 50% - - 50%

3D 가시화 기술 25% - - 33%

3D 작 기술 42% - - 42%

실감형 화 

솔루션

실감형 UX 소 트웨어 기술 - - - -

다양한 정  트래킹 기술 - - - -

실시간 화형 합성 소 트웨어 기술 - - - -

가상 

시뮬 이션

실시간 시뮬 이션 기술 17% - - 17%

지능형 객체반응 시뮬 이션 기술 - - - -

색상 시뮬 이션 기술 - - - -

객체 동작 인식 기술 - - - -

다자간 력 가상훈련  기술 - - - -

미디어재생/

임워크

미디어 작기술 17% - - 8%

미디어 임워크 개발 - - - 8%

멀티 랫폼 미디어 임 워크 기술 8% - - 8%

디지털 미디어 재생 기술 17% 17% 17% 8%

고화질 미디어 재생 기술 17% 17% 17% 17%

스 이러블 미디어 재생 기술 - - 8% 8%

멀티운 체계 지원미디어 임워크 기술 - - 8% 8%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2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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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분야에서 3D 상 작 솔루션 련 요소기술은 평균 30% 

이상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응답하 으며, 가상 시물 이션 련 요소

기술은 ‘실시간 시뮬 이션 기술’을 제외하면 소기업과 연 성이 없는 분야인 

것으로 악됨

   - 미디어 재생/ 임워크 분야는 소기업형 기술이라는 평균 8% 이상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상 으로 공백기술 련 응답이 많았던 상처리 솔루션 분야와 미디어 재생/

임워크 분야는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 되는 기술 분야로 단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상처리 코덱 개발기술

   ∙멀티 랫폼 지원용 임워크 구축 기술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맞춤형 비디오 솔루션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정루기제어장치, 방송주장치, 상물, 모바일SW, CAD, 3D-FOS, 3D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

픽, 고, 연동방송장치, 게임에니메이션, 상복원, 3D 합성 스튜디오

해외 기업 GE, 필립스, 마이크로소 트, 캐논, 소니, 리치, 도시바, 노키아, 컴

국내 기업

기업 기아자동차, MBC, KBS, 림산업

소기업

나올네트웍, 삼성공조, 아이엠 이네트웍스, 코엔미디어, 드루모바일, 지에이치테크, 툰집, 엘

리엇, 트라이디커뮤니 이션, 쓰리디넥스텝, 화진 티엔아이, 코다코, 도도인터페이스, 오비고, 

명신시스템, 트러스텍, 청보산업, 아이미디어, 마스터 자

○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S/W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8%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2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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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추천여부1)

고성능 미디어 처리 

임워크  랫폼

지능형 고 신뢰 상처리 기술

멀티 랫폼미디어 임워크기술 

스 이러블 고화질 미디어 재생 기술

3D 상 작 솔루션

3D 더링 기술 특

3D 가시화 기술 특

3D 작 기술 특

실감형 화 솔루션

실감형 UX 소 트웨어 기술 특

정  모션(객체) 인식  트래킹 기술 특

실시간 화형 합성 소 트웨어 기술 특

가상 시뮬 이션

실시간 시뮬 이션 기술 특

지능형 객체반응 시뮬 이션 기술 특

다자간 업 가상훈련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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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고성능미디

어처리

임워크  

랫폼

멀티 랫폼미디

어 임워크

기술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구 되는 

미디어처리도구 

제공

스마트디바이

스에 기반한 

작 간편화 

도구  

멀티 랫폼 

러그인

　 　

스마트디바이스에 

기반한 작 간편화 

도구  

멀티 랫폼 

러그인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고성능 미디어 처리 임워크  랫폼
멀티 랫폼미디어 임워크기술 

스 이러블 고화질 미디어 재생 기술

3D 상 작 솔루션
3D 더링 기술

3D 작 기술

실감형 화 솔루션
실감형 UX 소 트웨어 기술

실시간 화형 합성 소 트웨어 기술

가상 시뮬 이션
지능형 객체반응 시뮬 이션 기술

다자간 업 가상훈련 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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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스 이러블 

고화질 미디어 

재생 기술

고선명도 

이미지 혹은 

동 상을 다양한 

달망을 

경유하여 여러 

랫폼상에서 

실시간으로 

디스 이함

1. 

화면,고해

상도 

이미지/동

상의 실시간 

조작/멀티

랫폼 

러그인

　 　

1. 화면,고해상도 

이미지/동 상의 

실시간 조작  

멀티 랫폼 

러그인

3D 

상 작 

솔루션

3D 더링 기술

소셜 랫폼 

상에서 3DCG를 

기본으로 

멀티미디어를 

작하고 

랜더링함

 

시스템아키텍

처도출/ 작

도구 

로토타입 

소셜

랫폼용 

랜더링 랫

폼/ 작도

구 로토

타입

작도구

1. 소셜 랫폼용 

3D 랜더링 

랫폼/3D 

작도구

3D 작 기술

3DCG를 

기본으로 

소셜 랫폼용 

미디어를 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시스템아키

텍처 

도출/3D 

작도구 

로토타입

인터넷 랫폼 

연계용 

러그인/3D

작도구

 Light Weight 3D 

작도구 /   

인터넷 랫폼 

연계용 러그인

실감형 

화 

솔루션

실감형 UX 

소 트웨어 기술

옥내용 

디지털사이니지 

인터랙티  

콘텐츠 구

 체감형 

디지털사이니

지 데이터 

표 /조명조

건에   

강인한 

휴먼동작획득

 

디지털사이

니지콘텐츠

용

　
디지털사이니지 

체감형 콘텐츠 용

실시간 화형 

합성 소 트웨어 

기술

사용자 발성모양 

 

발성/얼굴/동작 

특성을 취득하고 

3D 공간상의 

아바타의 동작과 

연계함

시스템아키텍

처설계 

데이터/신

호 획득 

모델링  

아바타 

모델ㅇ링

시스템 통합 

 그룹형 3D 

컨퍼런스 

응용제품

그룹형 3D 

컨퍼런스 응용제품

가상시뮬

이션

지능형 객체반응 

시뮬 이션 기술

실세계에 

실존하는 

자연물(식물, 동물 

등)을 SW로 

실시간으로 

재 하여 

교육훈련교재등에 

활용

응용분야선정

시스템설계

/시뮬 이션

작도구 

 

시뮬 이션 

진행 엔진

시스템 통합 

 응용제품 

완성

1.자연물모델링

작도구2.성장알고리

즘3.지능형동작재  

다자간 업 

가상훈련 기술

공장, 시설 

등에서의 OJT 

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참여자의 역할 

분담 Teamwork 

build-up 용  VR 

기술

1시스템아키

텍처 설계 / 

가상훈련 

엔진  

작도구 

로토타입

가상훈련엔

진  

작도구/ 

시스템 

통합  

응용제품 

완성

　

1. 업형 3D 

가상훈련엔진 2. 

훈련용 시나리오 

작도구 3. 

수행결과 집계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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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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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멀티플랫폼형 임베디드 시스템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Consumer Electronic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iOS와 안드로이드 랫폼 등 개별 

상용 랫폼에 독립 이면서 제품의 안정성,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소 트

웨어 기술.

 ○ (응용 수 의 기술) 다양한 랫폼에 모두 용 가능한 멀티 랫폼형 미들웨어, 특히 

멀티미디어 임워크를 통해 랫폼 독립 인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 제공. 상

 응용을 한 인터페이스를 일 되게 유지하되 하  랫폼과 연동되는 부분은 다양

한 랫폼에 맞게 구  가능한 Adaptation Layer를 제공함. 다양한 랫폼 연동을 한 

별도의 구 이 필요함.

  ○ (미들웨어  운 체제 수 의 기술: 웹 기반 운 체제 기술) 표  인터페이스인 

웹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구 하는 웹 기반 컴퓨  랫폼 기

술. 단말 자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함께 제공하는 Web OS 기

술을 포함하며 웹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응용 제작이 가능한 개발 환경을 제공

함. 즉, 웹 페이지를 제작하듯 응용을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하드웨어, 랫

폼, 디바이스 종류에 계없이 일 된 인터페이스의 응용 개발이 가능함.

 ○ (기반 시스템 소 트웨어 수 의 기술) 다양한 응용 랫폼을 사용자 권한 수 에

서 VM의 형태로 실행하고 상  VM의 자원 사용 황, 성능 등을 모니터링, 제

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화를 한 하이퍼바이  기술. 상이한 두 가지 이상

의 랫폼을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구동하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을 포함함.

 ○ 응용  서비스를 한 랫폼 자체의 다양성을 수용하되 상  랫폼의 안정  

구동과 랫폼 독립 인 응용과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기반 소 트웨어 기술

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진입  상용화 범 를 극 화함.

나. 범

 ○ (제품 분류 ) 랫폼 소 트웨어의 범 는 운 체제 기술, 미들웨어 기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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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개발 도구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에코 시스템형 기술 범 를 의미함.

 ○ (공 망 ) 통합 랫폼 기술은 제조 업체를 상으로 라이센스의 형태로 공

되고, 랫폼 내의 개별 계층은 시스템 통합 단계에서 Customize 서비스의 형

태로 공 되며 별도의 라이센스의 형태로 계약됨.

2. 기술(특허) 분석34)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4128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50.9%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34)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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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625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
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309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
태의것 

165

G06F-012
메모리시스템 는아키텍쳐내에서액세스,어드 스지정 는할당(정보기억일반
G11) 

156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
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G06F13/00) 

115

G06F-011

에러검출;에러정정;감시(기록매체상의기록마크의옳은것을확인하는방법 는배
치G06K5/00;기록매체와변환기사이의상 운동에근거를둔정보기억에 한것
G11B, .G11B20/18;정 기억에 한것G11C29/00;에러검출 는에러정정을 한
부호화,복호화 는부호변환의일반H03M13/00) 

101

[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가 가장 많은 특허 건

수 출원을 한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12 8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288 8 Panasonic 21 4

2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2 18

MICROSOFT 

CORPORATI

ON

51 18 Sonic 17 4

3

Bayer 

CropScience 

AG

6 11 VMWare, Inc. 65 1
Sharp  

corporation
12 3

4
Intel 

Corporation
3 14

Intel 

Corporation
28 11

Toshiba  

Corporation
12 2

5

MICROSOFT 

CORPORATI

ON

4 12 Hitachi, Ltd. 22 1 SeikoEpsonCorp.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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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

보면, ‘03년 48건 피크치에서 ‘09년 15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후 지속 인 감소세

를 보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
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G06F13/00) 

30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
태의것 

24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18

G06F-011

에러검출;에러정정;감시(기록매체상의기록마크의옳은것을확인하는방법 는배
치G06K5/00;기록매체와변환기사이의상 운동에근거를둔정보기억에 한것
G11B, .G11B20/18;정 기억에 한것G11C29/00;에러검출 는에러정정을
한부호화,복호화 는부호변환의일반H03M13/00) 

18

G06F-001
그룹G06F3/00～G06F13/00 G06F21/00(범용 로그램컴퓨터의아키텍처
G06F15/76)에포함되지않는세부   

17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
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15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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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활동이 활발하고 연구기 인 한국 자

통신연구원이 12건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석 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12 (주) 워터콤 3 엘지 자 (주) 33

2
재단법인서울 학교

산학 력재단
3 (주) 비에스이 2 삼성 자(주) 26

3 선문 학교 산학 력단 2 (주) 비즈모델라인 2 엘지디스 이 (주) 7

4 자부품연구원 2 (주) 세빛기술 2 (주) 우일 트로닉스 6

5 충북 학교 산학 력단 2 (주) 씬멀티미디어 2 삼성 기(주) 5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

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임베디드 가상화 SW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86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임베디드 응용 SW(1.1), 임

베디트 OS(0.741) 순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임베디드 임워크 1.16 201.76 0.93 - - -

임베디드 가상화SW 0.74 112.74 0.41 - - -

임베디드OS 0.70 116.76 1.31 1.11 0.086 0.74 

임베디드 응용SW 1.17 418.74 1.14 - - 1.1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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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

는 인베디드 응용 SW(1.50), 임베디드 임워크(0.72)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임베디드 응용 SW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

면 4가지 구성요소  임베디드 임워크가 기술독 률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임베디드 임워크 1,881 0.72 443.26 

임베디드 가상화SW 1,115 0.49 1,071.24 

임베디드OS 1,718 0.69 134.46 

임베디드 응용SW 8,012 1.50 152.69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임베디드  
임워크

- - 0.72 443.26  

임베디드 
가상화SW

- - 0.49 1071.24 

임베디드OS 0.09 0.74 0.69 134.46 

임베디드 
응용SW

- 1.10 1.50 152.69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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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구성요소 모두는 평균 2.59로 소기업

에 비교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는 모든 구성요소가 3  이하로 평균 이하 수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를 보면, 임베디드 OS가 4.5 으로 상 으로 높았고 기

술독 지수는 임베디드가상화 SW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임베디드  

임워크
1 1 1 5 2 3.5 2.5

임베디드 

가상화SW
1 1 1 5 1 3 2.2

임베디드OS 3 1 2.2 5 4 4.5 3.58

임베디드 

응용SW
1 4 2.2 1 3 2 2.0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멀티 랫폼 지원 미들웨어

 시장 니즈 1 : 응용 개발 비용 감

 ○ 다양한 랫폼 각각을 한 별도의 응용을 개발해야 하는 비용을 공통 미들웨어 

활용을 통해 감함.

 시장 니즈 2 : 랫폼 독립 인 일 된 서비스 개발 

 ○ 신규 서비스 개발을 해 다양한 랫폼이 가지고 있는 응용 인터페이스에 해 

개별 으로 응하기보다 일 된 미들웨어 기반으로 동일한 기능  UX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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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기반 운 체제  미들웨어

 시장 니즈 1 : 랫폼 독립 인 표  응용 인터페이스

 ○ 다양한 랫폼 각각의 네이티  응용 인터페이스가 지나치게 달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 혹은 서비스 개발이 매우 다른 차와 논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

황을 극복하고 웹 인터페이스라는 표  방법을 사용하여 응용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는 완 한 환경이 요구됨.

 시장 니즈 2 : 이미 존재하는 웹 기반 정보를 최 한 활용

 ○ 이미 상당한 수 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웹 기반 정보를 100% 활용하고 응

용 컨텐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웹 기반 랫폼 기술이 요구됨. 

 ○ 오  API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 정보의 오  API화를 앞당길 수 있음.

(3) 가상화 기반 시스템 소 트웨어 기술

 시장 니즈 1 : 단일 하드웨어에서 복수의 랫폼 구동 갓

 ○ 단일 하드웨어에서 복수의 랫폼을 고성능, 고신뢰, 안정 으로 구동하기 한 

기반 소 트웨어 기술이 요구됨.

 ○ 랫폼에서 근 가능한 정보의 수 을 구분하여 정보 근 권한이 다른 서로 다

른 랫폼을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구동함. 를 들면,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개인

용, 업무용 안드로이드 랫폼을 함께 구동함.

 시장 니즈 2 : 복잡해지는 소 트웨어 랫폼의 근본 인 안정  구동 

 ○ 가상화를 기반으로 기존 랫폼을 제어 가능한 사용자 수 에서 구동함으로써 

랫폼 내의 오류, 응용 혹은 미들웨어의 오류에 의해 시스템이 정지되거나 동작을 

멈추고 시스템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원천 으로 방지함.

 ○ 시스템 체의 동  업그 이드  오류 탐지, 제거, 그리고 해킹 방지를 근본

으로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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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VDC에서 발행한 임베디드 DBMS 시스템 시장에 한 보고서를 통하여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을 유추해 보면, 임베디드 DBMS 시장은 2009년 

24억 달러에서 2014년 52억 달러로 연평균(CAGR) 17.0%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VDC. 2006, World Embedded DBMS Market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 망]

 ○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수 목  수행용 하드웨어와 제어용 소 트웨어가 내장된 시

스템이며,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임베디드 SW는 산

업의 부분의 역으로 확 되고 있는 추세임 

 ○ 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PDA, 스마트폰, 셋탑박스, 로 , 텔 매틱스, 군사기기, 

센서노드 등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제품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재 생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로세

스의 98%가 데스크탑 PC  서버  컴퓨터가 아닌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을 만큼 범 하여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  될 망임 

 ○ 한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시스템이 목된 표 품목인 테블릿 PC의 매량

을 살펴보면, 년 비 2011년에는 200% 증 한 17.5백만 가 매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55.1% 증가하여 365백만 의 매량을 보일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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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블릿 PC 세계 매량 망]

구분 2010년 2011년 2015년

매량(mil) 17.5 63 365

CAGR - 200%(2010~2011) 55.1%(2011~2015)

※ 자료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2011.9, Global - Mobile - Smartphones, Touchscreen Tablets and Handset 

Market Insights

 ○ 테블릿 PC의 운 시스템은 2010년 체 테블릿 PC에서 Apple iOS를 탑재한 비

이 9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Android의 테블릿 PC의 성장으로 년 

비 10배 유율이 증가한 30%인 것으로 악됨

[2010년 테블릿 PC 운 시스템 비 ] [2011년 테블릿 PC 운 시스템 비 ]

※ 자료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2011.9, Global - Mobile - Smartphones, Touchscreen Tablets and Handset 

Market Insights

 ○ 연평균 성장률이 55.1% 상되는 멀티 랫폼형 테 릿 PC의 성장과 병행하여 임

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시장의 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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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임베디드 
가상화 

SW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임베디드 
OS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임베디드 
응용 SW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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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

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

2

323.9

9

248.1

9

266.8

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

크)

- 9.47 12.28 10.34 7.88 -
102.2

7

134.8

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

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고체상태의 비

휘발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

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

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

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

동자료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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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생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

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생하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생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

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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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torage, operation, productguest, host, machinestable, adapter, operations, mode

CR_2
content, performs, analysis, Dynamic, side, store, queueweb, generates, database, 
automatically, monitoringRFID, frequency, identification, home, media, standard, content, call

CR_3 requests, available, differentnew, particular, type, objects

CR_4 address, space, directly, mechanismprocessor, logical, physical, guest, resources, address

CR_5
mobile, terminal, wireless, display, embeddedtags, tag, reader, radio, technology, individual, 
Auto  ID  collected, occurs, trigger, third, included, supplied, result, embedded, high, input

CR_6
file, manner, trusted, required, security, driver, source, new, mobile, webcode, unit, load, 
setcomponent, layer, requestslayer, event, platform

CR_7
plurality, processing, programqueue, agent, error, processors, provider, programs, partitioned, 
disk,   resources, resource, shared

CR_8 voltage, value, power, node, table, RFID, tags, VMM, formuladefined, comprising, represents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 포지션맵]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

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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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data, middleware, oneservice, request, message, systems, hardware, time, processor,   server, 
user, network, memory

CR_10 load, both, samepower, signal, determined

CR_11
input, integrated, coupled, controller, receives, media, distribution, select, enterprise, 
framework,   legacy, proxy, speech

CR_12
Backup, three, interaction, Desktop, Optical, fields, Restriction, specification, song, task, 
validation, rate, 
structured, cell, hardware, multiple, used, process

CR_13
platform, module, management, driver, functions, configured, manager, amount, provider,   
requested, implementation, location, Java

CR_14 time, code, component, objectnetwork, interface, information

CR_15
system, method, data, Vm, voltage, memory, access, first, software, device, plurality, 
computer

CR_16
node, nodes, page, defined, file, fault, determination, blocks, range, target, transmission, 
obtained, section

CR_17 object, model, servers, specific, single, storage, message, messages, receiving, communication

CR_18 systems, Methods, disclosed, include, event, communications, real

CR_19 section, coding, compressing, block, frame, color

CR_20 service, multiple, quality, packet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임베디드 Framework

모바일 그룹통신 기술

VM 기술을 기 로한 임웍 설계 기술

모바일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무선 단말기 실시간 력 임워크 기술

임베디드 가상화 SW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  기술

랫폼을 한 그래픽 라이 러리 기술

오류  복구 가상화 기술

실시간 분석도구 개발

임베디드 OS

정보산업기기 커  기술

소형 실시간 임베디드 운 체제 개발

실시간 력소모 리 기술

임베디드 응용 SW

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기술

랫폼 보안 기술

소 트웨어 랫폼을 한 도우 매니  기술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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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

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임베
디드 

Frame
work

모바일 그룹통신 기술 13% - - 13%

VM 기술을 기 로한 임웍 설계 기술 7% - 13% 13%

모바일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20% - - 20%

무선 단말기 실시간 력 임워크 기술 20% 7% 7% 20%

임베
디드 

가상화 
SW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  기술 7% - 7% 7%

랫폼을 한 그래픽 라이 러리 기술 20% - 7% 20%

오류  복구 가상화 기술 - - - -

실시간 분석도구 개발 - - - -

임베
디드 
OS

정보산업기기 커  기술 20% - - 13%

소형 실시간 임베디드 운 체제 개발 13% - - 13%

실시간 력소모 리 기술 - - - -

임베
디드 
응용 
SW

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기술 27% 7% 7% 27%

랫폼 보안 기술 20% 7% 7% 20%

소 트웨어 랫폼을 한 도우 매니  기술 27% 13% 7% 33%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13% 7% 7% 2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5기업의 결과 임.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에서 소기업형 기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기술은 임베디드 응용 SW 분야의 ‘소 트웨어 랫폼을 

한 도우 매니  기술’인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이 생각하는 유망한 기술은 ‘VM 기술을 기 로한 임웍 설계 기술’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3%의 소기업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임베디  시스템 통합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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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련 기업

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임베디드 시스템, 네트워크 리시스템, 시스템S/W, 연구시스템, 과 인증솔루션, 임베디드 S/W, 개인
정보 보호시스템, DBMS에진, 지능형 홈베디드시스템, 이지뷰, 모바일솔루션, 이지에 엠에스, 자계산
서 시스템

해외 기업 IBM, 엑션 어, VM웨어, 인텔, 마이크로소 트

국내 기업

기업 삼성 기, SK CNS, 삼성 SDS, 엘지 CNS, 한 , 코오롱 아이넷

소기업
다솜 SNC, 이륙 DNS, 리얼타임테크, 비즈에스피, 삼성공조, 주인정보시스템, 시스네트, 아이피로드, 하
이버스테크, 니증형홈기술, 이씨엠, 익스트리 , 아크로엠, 비쥬드림, 다임, 한얼엠에스티, 이앤엘
정보시스템

○ 차세  멀티 랫폼형 임베디드 서비스 시스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

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S/W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1차·2차 공 자 단계에 치하는 소기업이 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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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추천여부1)

임베디드 Framework

모바일 그룹통신 기술 특

VM 기술을 기 로한 임웍 설계 기술 특

모바일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특

무선 단말기 실시간 력 임워크 기술 특

임베디드 가상화 SW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  기술 특

랫폼을 한 그래픽 라이 러리 기술 특

오류  복구 가상화 기술 특

실시간 분석도구 개발 특

임베디드 OS

정보산업기기 커  기술 특

소형 실시간 임베디드 운 체제 개발 특

실시간 력소모 리 기술 특

임베디드 응용 SW

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기술 특

랫폼 보안 기술 특

소 트웨어 랫폼을 한 도우 매니  기술 특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임베디드 Framework

모바일 그룹통신 기술

VM 기술을 기 로한 임웍 설계 기술

모바일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무선 단말기 실시간 력 임워크 기술

임베디드 가상화 SW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  기술

랫폼을 한 그래픽 라이 러리 기술

오류  복구 가상화 기술

실시간 분석도구 개발

임베디드 OS

정보산업기기 커  기술

소형 실시간 임베디드 운 체제 개발

실시간 력소모 리 기술

임베디드 응용 SW

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기술

랫폼 보안 기술

소 트웨어 랫폼을 한 도우 매니  기술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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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임베디드 
Frame
work

모바일 
그룹통신 기술

네트워크 인 라 
사용 필요

> 50% > 80% >= 100%
PTT(Push-to-Talk) 
성능 비 100% 

수

VM 기술을 
기 로한 

임웍 설계 
기술

활용 가능한 VM 
필요

VM기반 
모델링

DDS기반 리 
임웤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유지

통합 임웤 
구축 기술

모바일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모바일용 래시 
메모리 기반 

기술
> 50% > 30% >= 0%

성능 오버헤드 = 
0%

무선 단말기 
실시간 력 

임워크 
기술

무선 통신  
업 기술

> 100msec > 10msec >= 1msec
실시간 반응시간 

1msec 이하

임베디드 
가상화 

SW

실시간 가상화 
하이퍼바이  

기술

가상화 기반 
기술

> 10msec > 1msec >= 500usec
최악 실시간 

응답성능 500usec 
이하

랫폼을 한 
그래픽 

라이 러리 
기술

그래픽 
라이 러리 기반 

기술
> 30fps > 45fps >= 60fps

더링 속도 
60fps 이상

오류  복구 
가상화 기술

오류 진단  
복구 기술

> 99.9% > 99.99% >= 99.999%
고가용성 99.999% 

이상

실시간 
분석도구 개발

시스템 
로 일링  
분석 기술

> 50msec > 10msec >= 1msec
1msec 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임베디드 
OS

정보산업기기 
커  기술

기반 OS 기술 > 1개 > 2개 >= 3개이상
다양한 cpu 

architecture 지원

소형 실시간 
임베디드 

운 체제 개발

소형 RTOS 기반 
기술

> 1msec > 500usec >= 100usec
인터럽트 

지연시간 100usec 
이내

실시간 
력소모 리 

기술

력 측정  
모니터링 기술

< 5% < 10% >= 20%
기술 용시 
력효율 20% 

이상

임베디드 
응용 SW

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기술

멀티미디어 QoS 
기술

> 70% > 80% > 90%
90% 이상 신뢰 

수 의 QoS 리

랫폼 보안 
기술

모바일 보안 
기술

> 40% > 20% >= 10%
기술 용시 성능 

오버헤드 10% 
이하

소 트웨어 
랫폼을 한 
도우 매니  

기술

그래픽 
라이 러리 기반 

기술

싱  터치 
방식

멀티 터치 방식
오감인지 

방식
감성형 반응

멀티모달  
상황인지 기술

UI/UX 기술 1way 
2way 

interactive

intellligent  
context 
aware

상황인지형 
인터페이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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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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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입체영상 변환 자동화 툴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입체 상 변환 자동화 기술은 한 의 카메라로 촬 된 일반 인 2D 정지 상 

는 동 상을 스테 오 변환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3D 상을 생성하는 기술

임. 즉, 스테 오 상의 획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정지 상, TV, DVD 등

의 2차원 상을 3차원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고도의 상처리  해석 기술을 필

요로 함.

 ○ 입체 상 변환 기술은 지난 90년  부터 심을 가져왔던 기술로서 상처리  

컴퓨터비  기술의 발달로 진 으로 발 되어온 분야이나, 소비자의 요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서 극복해야 할 기술  문제와 하드웨어로 구 했

을 때의 복잡도 때문에 아직까지 타 기술처럼 시장에서 상업화된 제품을 보기 어

려움.

 ○ 다가올 3D 입체 상 시 를 비하여 2D 상을 3D입체 상으로 효율 으로 변

환시켜주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2D 상을 3D 입체 상으

로 변환할 때 수작업의 비율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정량  3D 데이터의 자

동 추출 기능이 필요하며, 감독의 극  연출을 지원할 수 있는 2D 요소 데이터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변환작업의 자동화율을 높임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성 향상은 품질 향상  비용의 

감으로 직결됨. 기존의 2D 상으로 제작된 풍부한 흥행 작들이 3D 입체 상

으로 변환되어 개 되면 은 비용으로 같은 수 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오랜 기간의 축 된 기술로 미국 등의 메이  업체에서 CG 시작을 선

하듯, 신생 시장인 3D 입체 상 변환 시장에서 한국이 련 시장을 선 할 수 있

는 요한 시기임.

나. 범

 ○ 2D 상을 3D 입체 상으로 변환할 때 multi-frame 데이터로부터 객체를 추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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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객체별 Depth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입체 상을 생성함.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은 2D 상을 3D 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소 트웨어/시스템

을 말하며, 상분석  보정기술, 스테 오 매칭 기술, 멀티 이어  Depth 

Map 추출 기술, 3D 상 생성 기술을 포함

[3D 입체 상변환 자동화 기술 분류]

분류 세부기술

상분석  보정 기술

- 동  Scene 카메라 보정 기술

- 공간 유사도  인 성 기반 역 분할 기술

- 상 간 불균일 보정 기술

스테 오 매칭 기술
- 동  Scene 변화에 강인한 스테 오 매칭 기술

- 가려진 역의 응 역 자동 탐색 기술

멀티 이어  Depth Map 추출 기술

- Multi-layer depth map 자동 추출 기술

- Multi-layer shape edge map 자동 추출 기술

- Multi-layer alpha map 자동 생성 기술

- 선형/물리정보기반 구조 추출 기술

- 학  효과기반 배경 추출 기술

3D 상 생성 기술

- 시공간 layer 쉬 트 기술

- 시 스 자동 편집을 한 객체 Layer 자동 추  기술

- 가려진 역 보상 기술

- 다 시 에 합한 텍스처 합성 기술

- 비선형  Blow-up  Warping 자동화 기술

- 스크린 보정 라미터 추출 기술

- 상 조건에 최 화된 다 시  변환 상 제작 기술

- 3D 변환 통합 모듈 구  기술

 ○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의 범 는 기술  분류에 따라 상분석  보정기술, 

스테 오 매칭 기술, 멀티 이어  Depth Map 추출 기술, 3D 상 생성 기술을 

포함

2. 기술(특허) 분석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한 수작업 방식의 고품질 3D입체 상 제작 기술은 

성숙 단계이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자동화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의 연구개

발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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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 Digital Depth(DDD)사는 2D 화, 사진, 게임 등을 3D 디스 이에서 

재생하기 한 모션 정보 기반의 3D입체 변환 툴인 DDD Depth Builder와 DDD 

Depth Tweener, 그리고 3D입체 재생을 한 TriDef Media Player등을 개발함. 

한 모바일, PC, TV 등과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 랫폼에 임베디드 가능한 실시간 

3D변환 툴을 개발함. 

 ○ JVC는 실시간 3D 입체변환을 해 비디오의 모션벡터정보와 이미지분할방법을 이

용하여 객체 깊이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입체감을 부여함. 깊이맵을 생성할 때 텍스

쳐의 분석결과에 따라 사 에 정의된 세 가지의 깊이모델들과 warm/cool 컬러 이

론(nR-mB)을 이용함.

 ○ In-Three사는 2D 화를 3D입체 화로 변환하기 하여, 자사가 개발한 오 라인 

3D변환 소 트웨어인 Dimensionalization과 In3D를 이용함.

 ○ Philips사는 2D 는 stereo 동 상을 무안경식 다시  3D입체 동 상으로 변환하

는 입체 변환 작  합성 시스템인 WoWvx BlueBox를 개발함.

 ○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 분야의 각 국가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

의 경우 뚜렷한 성장세 는 감소세 없이 꾸 한 출원을 하고 있음.

[연도별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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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K-009 인쇄문자, 손으로 쓴 문자 는 패턴을 독취 는 인식하기 한 방법 는 장치, . 지문을 한 것 249

G06T-015 삼차원 (3D) 화상 묘사 . 모델로부터 비트맵 화상으로 190

G06T-017 3차원(3D) 모델링, . 3차원 물체의 데이터 묘사 164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157

H04N-013 입체 텔 비젼 시스템; 그 세부 131

G09G-005 음극선 표시기  기타 가시표시기에 공통의 가시표시기용의 제어장치 는 회로 124

[IPC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Microsoft 등 미국 출원

인이 체 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삼성 자(KR) 26 32 Microsoft(US) 416 93 NTT(JP) 11 39

2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L)

25 10
General 

Electric(US)
105 79 Toshiba(JP) 35 4

3 FUJIFILM(JP) 18 11 Nintendo(JP) 45 76 SONY(JP) 29 2

4 SEGA(JP) 5 15
Immersion

(US)
112 4 DENSO(JP) 27 0

5 Konami(JP) 13 2

Numerical  

Technolgoies

(US)

80 35
Seiko 

Epson(JP)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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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2000년 무렵부터 3D입체 변환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하려는 소 업체들의 

시도가 있었음. 하지만 기술의 성숙도 부족과 국내의 3D 콘텐츠 시장 부족으로 인

해 그동안 부분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함.

 ○ 최근의 3D입체 상에 한 심과 수작업 변환의 노하우 축 을 통해 사업화 성

과를 보이는 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함. 시장이 커지면서 수작업에 의한 시간과 비

용 문제 해결을 한 기술 개발 필요성이 증 됨.

 ○ 한국 자통신연구원에서(ETRI)는 차세  DTV 핵심 기술 개발로서 무안경 방식으

로 3D 입체 상을 제공하는 차세  방송 서비스에 집 함. 서로 다른 시 에서 

획득된 다시  상으로 고품질의 간시  상 생성 기술 개발 임. 

 ○ 2010년, 삼성 자는 자체 3D입체변환 칩 개발을 통해 실시간 입체변환기술을 탑재

한 Full HD 3D TV를 출시하고 있음. 략 으로 추정된 3차원 정보를 활용하여 

입체 효과를 부여하는 실시간 자동 변환을 수행함.

 ○ ECT는 2004년부터 3D변환 칩 개발에 주력해오며, SK텔 콤과 함께 TV나 셋톱박

스에 칩셋(ECT223H)을 넣어 HD  2D 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2.5D수 의 입체

감을 구 하 으며 2011년 량 양산을 비 임.

 ○ Soft4D는 2000년 실시간 입체 상 변환 소 트웨어(3Dro)와 하드웨어 시스템

(Ghost3Dplus)를 개발함. 개발된 결과물을 200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컴

덱스 시회에 출품하 고 소 트웨어와 입체안경·게임 등을 패키지로 묶은 제품

을 매함. MPEG 형태의 입력 상을 정지화상, 비수평운동화상 등으로 분류하고 

결정된 운동유형에 따른 입체 상으로 실시간 변환 함.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연도별 평균 25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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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N-013 입체 텔 비젼 시스템; 그 세부(특히 컬러 텔 비젼에 합한 것) 38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

의 것
34

G06T-017 3차원(3D) 모델링, . 3차원 물체의 데이터 묘사 31

G06T-015 삼차원 (3D) 화상 묘사 . 모델로부터 비트맵 화상으로 26

G02B-027 기타의 학계; 기타의 학장치 22

G06F-019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용도의 응용에 특히 합한 것 19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과 삼성 자의 출

원이 비교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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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KR)
15 버나인(KR) 3 삼성 자(KR) 19

2 - -　 올링스미디어(KR) 2 삼성에스디아이(KR) 9

3 - - 써니그라피(KR) 2
코닌클리즈  필립스  

일 트로닉스(NL)
8

4 - - 큐텔소 트(KR) 2 엘지 자(KR) 5

5 - - 블루비스(KR) 2 마이크로소 트(US) 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입체 상 변환 자동화툴의 구성요소 에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

소는 입체 상 생성엔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49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Depth맵 편집엔진(1.170), 객

체 추출엔진(0.964), 입체 상 생성엔진(0.751)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객체 추출 엔진 1.11 716.44 0.94 0.95 0.061 0.964 

Depth맵 편집엔진 1.16 657.20 0.98 1.11 0.057 1.170 

입체 상 생성엔진 1.00 403.00 1.13 1.00 0.149 0.751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입체 상 변환 자동화툴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Depth맵 편집 엔진(1.43), 

객체 추출 엔진(1.38), 입체 상 생성 엔진(1.0) 등의 순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 분야의 구성요소 모두는 연구주체의 기술확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단되며, 

상 으로 소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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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소별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객체 추출엔진, Depth맵 편집 엔진의 기술 

독과 은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체 상 생성엔진은 기술 경쟁 강도가 

보통 수 인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객체 추출 엔진 9,808 1.38 443.24 

Depth맵 편집 엔진 8,871 1.43 474.04 

입체 상 생성 엔진 4,421 1.00 185.57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객체 추출 엔진 0.06 0.96 1.38 443.24  

Depth맵 편집 엔진 0.06 1.17 1.43 474.04 

입체 상 생성 엔진 0.15 0.75 1.00 185.57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입체 상 변환 자동화툴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입체 상 생성 엔진(2.62), Depth맵 편집 엔진(2.26), 객체추출

엔진(2.1) 등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략제품의 구성요소 모두는 평균 이

하의 소기업 합 기술 수 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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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객체 추출 엔진 3 3 3.0 1 2 1.5 2.10 

Depth맵 편집 엔진 3 4 3.4 1 2 1.5 2.26 

입체 상 생성 엔진 4 1 2.8 2 3 2.5 2.6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기존의 2D 상 콘텐츠의 시 에서 3D 입체 상 콘텐츠 시 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3D 입체 상 콘텐츠에 한 사회  인식과 심이 증

 → 니즈 1 : 3D 입체 상 콘텐츠 인 라 확충

 ○ 1838년 찰스 휘스톤이 최 로 3D 입체 상 장치를 개발한 이후, 1950년 의 제1차 

3D입체 화 붐, 1980년 의 제2차 3D 입체 화 붐이 양질의 콘텐츠 부족  기술

의 부족으로 사라졌으나, 2000년  들어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치킨 리틀’(2005), 

‘폴라익스 스’(2006), ‘크리스마스의 악몽(2006)’, ‘베오울 ’(2007), ‘잃어버린 세

계를 찾아서’(2008), '아바타‘(2009) 등이 성공 으로 상 되면서 본격 인 3D입체

화 시장을 열게 됨.

 ○ 2009년 개 한 3D 화 ’아바타‘ 는 람객 수 1300만 명을 넘어 역  국내 개  

화  1 를 달성했고 세계 으로는 25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화사를 재작성함.

 

 ○ 화뿐만 아니라 방송도 3DTV를 한 방식으로 이미 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에 발맞추어 세계 인 디스 이 제조업체인 삼성, LG, 소니 등도 LCD와 LED에 

이어 3D 디스 이를 앞 다투어 개발  출시하고 있음. 

 

□ 3D입체 상  시스템과 같은 산업  인 라 증가에 비할 3D 입체 콘텐츠의 

부족 문제 두

 → 니즈 2 : 3D 입체 상 콘텐츠의 풍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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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극장가는 2009년 12월 말 재 3550개 수 인 3D 상 을 올해 말까지 1만

8000개 수 으로 확 할 정이어서 3D 입체 콘텐츠의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됨.

 ○ 국내 3  메이  극장체인인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재 140여개인 

3D 상 을 연말까지 두 배 수 으로 확 할 계획임.

 ○ 스카이라이 는 성채 을 통해 지상 와 이블을 통틀어 최 로 3D방송 서비

스를 이미 시작했으며, IPTV, 미디어법 개정, 이블 TV 채  수 증가로 인한 방

송시장의 확 는 풍부한 3D 콘텐츠 공 을 필요로 함.

□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수작업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일 수 있는 자동화 기술 필요

 → 니즈 3 : 고성능 자동변환 툴

 ○ 입체 카메라를 이용한 3D 입체 촬 방식은 카메라의 물리 인 태생  한계가 제

작방식의 걸림돌로 작용함.

 ○ 입체 카메라를 이용한 실사 촬 은 장비로 인하여 기동성에 문제가 있으며 움직

임이 많은 장면에서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세심하고 복잡한 카메라 세  탓에 촬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최종 으로 제작비의 상승을 유발함.

   - 장에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한 입체 촬  상이 편집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재촬 이 어렵거나 아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 재 3D 디스 이 시장은 양안시차 방식에 그치지 않고 티큘러와 패럴랙스 

배리어 등을 이용한 다 시  방식( 재까지 최  25개의 다 시  지원)으로 발

이 상 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을 뒷받침할 다 시  3D입체 상을 여러 

의 카메라로 직  촬 하기에는 실 인 어려움 존재함.

요인 Needs

- 3D 입체 상 콘텐츠에 한 사회  인식과 심이 증

- 3D 입체 콘텐츠의 부족 문제 두

- 3D 입체 촬  방식의 태생  한계  비용과 시간 약

⇒

- 3D 입체 상 콘텐츠 인 라 확충

- 3D 입체 상 콘텐츠의 풍부한 공

- 고성능 자동변환 툴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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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3D 화 시장은 ‘11년 577억 달러의 규모에서 매년 3D 디지털 상  비 이 늘

어감에 따라 2016년에는 216조 원의 시장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망함.

 ○ 3D 고 시장은 ‘11년 약 1억 달러 규모에서 매년 격히 성장하여 2016년에는 25

억 달러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망됨.

[세계 3D 콘텐츠 시장 망]

(단  : 백만 달러)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D 화 57,719 65,984 78,413 83,495 91,552 100,081

3D 고 105 322 645 1,066 1,711 2,529

※ 자료  : 국내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KIPA의 “2008년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와 “2008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 자료에서 각각 해외/국내 시장조사 규모의 비율로 산정

 ○ 3D 화와 고 시장  변환에 의한 입체 화 제작을 30 ~ 50%로 추정하여 가

치를 산출할 경우 2011년에 약 173억 달러 ~ 289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망되며 2016년에는 최  513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질 것으로 망됨.

[세계 3D 입체 동 상 변환 시장 규모 망]

(단 : 백만 달러)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 유율 30% 17,347 19,892 23,717 25,368 27,979 30,783

시장 유율 50% 28,912 33,153 39,529 42,281 46,632 51,305

※ 자료   산출 근거: 세계 3D 화와 고 시장을 바탕으로 변환에 의한 입체 콘텐츠의 시장 유율을 30 ~ 50%로 산정하여 

추산함. 

 ○ 아바타의 열풍으로 2009년 상반기에 3D 입체 상 의 건립이 증하고 3D 상

이 각 받음에 따라  세계 으로 3D 스크린 수가 2013년까지 15,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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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부산 국제 화제 3D 시네마 국제컨퍼런스, (2009.10)

[디지털 3D 상  황  망] 

 ○ 2010년 3D TV 시장 규모는 88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에는 세계 으로 195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망되어 입체 변환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큼.

[3D TV 시장 규모 망]

 ○ 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심으로 3DTV, UHDTV 등에 한 시장 선

을 해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표 화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국내의 3D변환 기술은 스테 오픽쳐스에서 유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선

진국과의 3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가지고 있음 

 ○ 한, 인터넷 비디오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의 성장세와 모바일폰을 

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디오 콘텐츠에 한 수요증가가 인코딩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요한 요소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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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화질 TV에 한 수요 증가로 인해 트랜스코더 기술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2011년 재 194억 9,700만 달러에서 2014년 239억 1,600만 달러로 연평균

(CAGR) 7.0%의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Frost & Sullivan  . 2009. 8, World Enterprise, Broadband, Mobile Video Transcoders Market

[비디오 트랜스코더(인코딩) 세계시장 망]

 ○ 최근 SK텔 콤이 TV나 PC, 스마트폰과 같이 스크린 크기가 다양한 IT기기에 맞게 

동 상 콘텐츠를 자동 변환 해주는 소 트웨어 기반 ‘멀티스크린용 동 상 인코터’

를 개발 상용화 했으며 이는 국산화 개발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진

출을 확 시킬 망임

(2) 무역 황 분석

□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674 -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객체 추출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Depth 맵 

편집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입체 상 

생성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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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

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

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

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위: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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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학

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

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

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자동

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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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rotocol,  receive, module, circuit, memory, frame, analogstorage, time, audiocard,  cards, host, 

Serial, wire, flash, connector, subsystem, feature, work, water,  dispatch

CR_2

recording, medium, generatingsound, compressed, points, home,  sample, page, view, 

structured, subscriber, reference, specifications,  alternate, sub, TV, telephonywireless, address, 

Internet, application

CR_3
Optical, two, display, process, organicpower, field, support,  substantially, assembly, color, 

energy, memberenergy, characteristics, Fluid,  line, step

CR_4
signal, signals, information, apparatus, computersuser, video,  processing, communication, 

output, computer

CR_5

data, converting, methoddigital, converter, converts, convert,  formatvoice, packet, wireless, 

message, structures, text, parameters, target,  printerparameters, results, database, embodiments, 

performed, product, tags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 분야 포지션맵]

 ○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

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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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6

local, converters, operation, new, intermediate, parallel,  specific, connection, generatecomputers, 

broadcast, printers, stations,  meter, localstations, television, processors, causeplayers, automate,  

speakers

CR_7
programming, mass, unified, players, recorderautomate,  encompasses, exhibitmeter, monitor, 

usageencompasses, tuners, receivers

CR_8

portion, side, manufacturingpolarization, polarized,  perpendicular, incident, illumination, 

distance, porous, technology,  reflector, mean, wet, plate, patterned, separation, Glasslower, 

upper,  extracting

CR_9
organic, compound, element, LED, lowerwater, solution,  producing, produced, electron, 

capacitor, motion, laser, package,  polarization

CR_10 transparent, improved, disposedLED, index, film, region

CR_11 member, reduce, phase, reducing, body, section, pattern, pair,  insulating

CR_12
light, surface, firstsemiconductor, structure, same, layers,  electrode, Opticallayers, active, 

material, high

CR_13 electrode, transparent, portionsubstrate, efficiency, formed

CR_14
process, form, typetype, area, end, devices, comprisingobject,  capable, componentcomponent, 

multiple, both

CR_15
format, conversion, convertedgateway, session, real, terminal,  link, webfiles, users, player, 

multimedia, electronicmemory, processor,  selected

CR_16 media, system, data

CR_17 layer, extraction, light, media, image, images, signal

CR_18 text, speech, files, gateway, model

CR_19 images, object, recording, protocol, voice, power, card

CR_20 frame, size, rate, predetermined, controller

CR_21 image, based, used, digital, interface, semiconductor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객체 추출 엔진

상 특징  기반 객체 추출 기술

객체 역 추출 기술

상 시 스 정보 기반의 특정 치 배경 복원 기술

Depth 맵 편집 엔진

특징   스테 오 매칭 기반의 객체 Depth 추출 기술

In Painting 기반의 Hole Filling 기술

객체 Layer  Layer 시 스 기반의 Depth맵 편집 기술

입체 상 생성 엔진

시 스 연동 In Painting 기술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3D 모델링 기술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Depth맵 Sculpting 기술

Depth 맵 기반의 3D 상 생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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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객체 추출 

엔진

상 특징  기반 객체 추출 기술 - - - -

객체 역 추출 기술 - - - -

상 시 스 정보 기반의 특정 치 배경 복원 기술 - - - -

Depth 맵 

편집 엔진

특징   스테 오 매칭 기반의 객체 Depth 추출 기술 - - - -

In Painting 기반의 Hole Filling 기술 10% - - 10%

객체 Layer   Layer 시 스 기반의 Depth맵 편집 기술 10% - - 10%

입체 상 

생성 엔진

시 스 연동 In Painting 기술 10% 10% - 10%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3D 모델링 기술 100% - - 100%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Depth맵 Sculpting 기술 30% - 30% 40%

Depth 맵 기반의 3D 상 생성 기술 80% 10% - 9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 3D입체 상 변환 자동화 툴 분야에서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3D 모델링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Depth 맵 기반의  3D 상 생성 기술’은 80%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 반 으로 입체 상 생성 엔진 련하여 소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악되며, 

객체 추출 엔진 분야의 소기업 합성은 낮은 수 인 것으로 단됨

 ○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Depth맵 Sculpting 기술’은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30%가 공백기술로 선택한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동 기술은 향후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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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3D 입체 상 변환 자동화툴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CAD, CD-FOS, 2D/3D 애니매이션, 컴퓨터 그래픽, 게임에니매이션, TV 고, 3D 고, 상물,

웹 3D DVR, 모바일 컨텐츠

해외 기업
In-Three, Philips, Dynamic Digital Depth(DDD), 4Dsoft, JVC, INRIA, 리듬앤휴, 마이크로소

트, 소니, NIT, 덴소, 닌텐도, GE, 세가, 코나미, 후지필름, 필립스, 도시바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SKT, CJ

소기업
스테 오픽쳐스코리아, 리얼이미지, ECT, Soft4D, 리얼디스퀘어, 지에이치테크, 드로버, 툰

집, 앨리엇, 트라이디커뮤니 이션, 쓰리디넥스텝, 블루비스, 써니그라피, 큐텔소 트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S/W 형태의 제품을 2차공 자 이상의 

공 망 단계에서 취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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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객체추 엔진

상 특징  기반의 객체/ 역 추출기술 특

Plannar/특징  기반의객체 추  기술

상 시 스 정보 기반의 특정 치 배경 복원 기술 특

Depth 맵 편집 

엔진

특징   스테 오 매칭 기반의 객체 Depth 추출 기술 특

Sequence 연동 In Painting 기반의 Hole Filling 기술

객체 Layer  Layer 시 스 기반의 Depth맵 편집 기술 특

입체 상 생성 

엔진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입체 상 생성기술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Depth맵 Sculpting 기술 특

Sequence 연동 자동화 작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객체추 엔진

상 특징  기반의 객체/ 역 추출기술

Plannar/특징  기반의객체 추  기술

상 시 스 정보 기반의 특정 치 배경 복원 기술

Depth 맵 편집 엔진

특징   스테 오 매칭 기반의 객체 Depth 추출 기술

Sequence 연동 In Painting 기반의 Hole Filling 기술

객체 Layer  Layer 시 스 기반의 Depth맵 편집 기술

입체 상 생성 엔진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입체 상 생성기술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Depth맵 Sculpting 기술

Sequence 연동 자동화 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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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객체추

엔진

상 특징  기반의 

객체/ 역 추출기술

95% 정확도 

객체/ 역 추출

특징  추출 

 역 병합 

기술 개발

분할 보정 기술 

개발
　 　

Plannar/특징  

기반의객체 추  

기술

90% 이상의 객체 

추

특징  추  

기술
추  보정 기술 　 　

상 시 스 정보 

기반의 특정 치 

배경 복원 기술

90% 이상 복원

단일 상내 

배경 복원 

기술

연속 연상에서의 

자동 배경 복원 

기술

　 　

Depth 맵 

편집 

엔진

특징   스테 오 

매칭 기반의 객체 

Depth 추출 기술

85% Depth 추출 

정확도

특징  

스테 오 매칭 

기술

상 깊이 생성 

기술
　 　

Sequence 연동 In 

Painting 기반의 

Hole Filling 기술

95% 인  응 

임 탐색 

정확도

상 기반 In 

Painting 

기반의 Hole 

Filling 기술

Sequence 연동 

In Painting 

기반의 Hole 

Filling 기술

　 　

객체 Layer  

Layer 시 스 

기반의 Depth맵 

편집 기술

30% 이상의 편집 

효율

Depth맵의 2D 

편집

Depth맵의 2.5D 

편집
　 　

입체 상 

생성 

엔진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입체 상 생성기술

2pixel 이하의 

Layer 쉬 트를 

통한 공간 일 성

Depth맵 매핑 

기술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입체 상 

생성기술

　 　

Depth맵 매핑 

기법을 이용한 

Depth맵 Sculpting 

기술

객체의 

Path내에서 

Depth를 Painting

2D Implicit 

함수 기반 

Sculpting

3D Implicit 

함수 기반 

Sculpting

　 　

Sequence 연동 

자동화 작기술

50% 이상의 

자동화 효윻

작도구 

임워크

Sequence 연동 

자동화 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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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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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러닝콘텐츠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G-러닝(G-Learning)콘텐츠의 G는 게임(Game)의 약자로, G-러닝은 게임을 이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습에 게임을 결합한 콘텐츠임. 

 ○ G-러닝콘텐츠는 기제작부터 교육을 목 으로 만들어진 교육용게임의 경우, 게임

성보다는 교육성이 강조되어 재미있는 학습도구로 활용이 조한 상황을 극복하기

하여 제안된 개념임. 

 

                             
 G-러닝

                                 

   

흥미, 몰입

     

커뮤니티

      

지속성

     

체험

(학습이 아닌 

습득)

[G 러닝의 정의]

 ○ 기에는 다수의 유 들에 의해 게임성이 검증된 콘텐츠에 공인 교육과정을 기반

으로 구성된 교육내용을 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게임성과 교육성을 모두 확보

한 상태에서 공교육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 음.

 ○ G-러닝 연구학교 사업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뿐만 아니라 교육격차해

소, 하 권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 등 교육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효

과 인 안으로 두되면서 공교육분야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민간분야에서도 G-러닝의 효과에 주목하여 게임의 구성개념에 기반하여 흥미롭게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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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학업집 도가 낮은 계층이나 하 권 학습자에게 합한 학습수단으로 인정

되면서 다양한 G-러닝 콘텐츠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까지 고 공교육 장에 디지털교과서가 면 도입될 계획이므로  공교육

장 뿐 아니라 방과후 학습을 한 G-러닝콘텐츠에 한 수요 한 증할 정임.

나. 범

 ○ (제품 분류 ) G-러닝은 공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공교육 G-러닝컨텐츠과 개

인별 보완에 활용되는 자가학습 G-러닝콘텐츠로 구분됨.

2. 기술(특허) 분석35)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G러닝 콘텐츠 분야의 상특허 4,601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

서, 미국이 체의 60.5%로서 2,785건의 출원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출원을 보인 것으로 악됨

[연도별 출원동향]

35)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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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820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

로망
413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

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382

G06F-019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G06F 17/00

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 , 감독 는 측을 목 으로 하는 것에 특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179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164

G09B-005 송경로의 다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한 배치 (다 통신 일반 H04J) 150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의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출원이 체 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

국과 유럽은 Microsoft사가 상  출원인으로 기록 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삼극

특허의 출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icrosoft Corporation 11 26
Microsoft  

Corporation
168 49

NEC 

corporation
25 1

2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4 29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104 4 Sonic 15 1

3 Nokia  Corporation 17 11

SAMSUNG 

ELECTRONICS  

CO., LTD.

35 17 Panasonic 11 1

4

SAMSUNG  

ELECTRONICS CO., 

LTD.

14 9 Nokia Corporation 39 7 Hitachi ltd. 9 1

5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4 19
SONY 

CORPORATION
17 14

Ricoh company 

ltd.
7 0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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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170 건 이후 감소추세 속에 2010년 21건을 

기록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컴퓨 는데이터 로세싱장비,방법으로서특정기능을 해특히 합한형태의것 299

G06F-019

특수한 어 리 이션에 특히 합한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방법

(G06F 17/00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 , 감독 는 측을 목 으로 하는 것에 특

히 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는 방법 G06Q)

139

G09B-005 송경로의 다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한 배치 (다 통신 일반 H04J) 67

G06F-015
디지털 컴퓨터 일반(세부사항 1/00-13/00); 데이터 처리 장비 일반( 상데이터 처리를 

한 신경회로망
18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

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

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14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6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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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로스틱테크놀로지가 3건을 출원한 것으로 조

사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5 (주) 로스틱테크놀로지 3 에스 이  텔 콤(주) 4

2 한국과학기술원 4 지앤비 어 문교육 (주) 2 엘지 자 (주) 3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 (주) 와이비엠시사닷컴 2 (주) 이티 2

4 (주) 유진로 2 (주) 싸이버텍홀딩스 2

5 (주) 지팡이 2 (주) 교 2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G러닝 콘텐츠 분야의 세계 기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야는 컨텐츠 제작 엔

진(80.52)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분야는 콘텐츠 리 엔진(0.81)인 것으

로 나타남

 ○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를 살펴보면,  세계 비 한국 기  유  인터페이스 분

야가 1.29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컨텐츠 제작 엔진 1.02 80.52 0.92 - - 0.962

유  인터페이스 0.91 53.68 1.03 - - 1.294

콘텐츠 달 엔진 1.29 20.58 2.09 - - 0.638

콘텐츠 리 엔진 0.99 70.23 0.81 - - 0.819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G러닝 콘텐츠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콘텐츠 달 엔진(1.28), 유  인터페

이스(1.01), 콘텐츠 리엔진(1.00), 콘텐츠 제작 엔진(0.94)인 순서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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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소별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콘텐츠 달 엔진과 유  인터페이스가 

400이상으로 나타나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나머지 구성요소의 기술독 지수는 보통 수 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컨텐츠 제작  엔진 673 0.94 235.54 

유  인터페이스 539 1.01 402.18 

콘텐츠 달 엔진 186 1.28 429.69 

콘텐츠 리 엔진 646 1.00 281.69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컨텐츠 제작 엔진 - 0.962 0.94 235.54  

유  인터페이스 - 1.294 1.01 402.18 

콘텐츠 달 엔진 - 0.638 1.28 429.69 

콘텐츠 리 엔진 - 0.819 1.00 281.69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G러닝 콘텐츠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상 으로 콘텐츠 제작 엔진 분야가 2.52를 기록하여 가장 수가 높았

으나, 반 으로 소기업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단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1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유  인

터페이스가 5 으로 악됨. 체 기술성숙도 지수에서는 유 인터페이스가 2.6

으로 다른 구성요 비 소기업 진출 여건이 용이한 것으로 단됨

   - 기술확보지수는 컨텐츠 제작 엔진이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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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가 2 으로 악됨. 컨텐츠 제작 엔진은 3 을 기록하여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은 높은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지수 기술활동지수 Score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컨텐츠 제작 엔진  1  3 1.8 4 2 3.0 2.52 

유  인터페이스  1  5 2.6 2 2 2.0 2.24 

콘텐츠 달 엔진  1  1 1.0 1 2 1.5 1.30 

콘텐츠 리 엔진  1  2 1.4 2 2 2.0 1.7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공교육 G-러닝 콘텐츠

 시장 니즈 1 : 교수학습방식의 변화

 ○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가 교육 장에 소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시장 니즈 2 : 학습자의 변화

 ○ 일상 인 문화의 일부로 게임을 하는 세 가 등장하면서 극 인 수요자층 형

성됨.

 시장 니즈 3 : 인 라의 보

 ○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의 면도입 방침에 따라 태블릿PC 형태의 단말기 보  

추진 정임.

 시장 니즈 4 : 학력격차해소에 한 안 필요

 ○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력격차가 사회문제로 두되면서 이에 한 효과 인 안

에 한 사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콘텐츠 수요가 발생하고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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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학습 G-러닝 콘텐츠

 시장 니즈 1 : 공교육 방법의 변화

 ○ 공교육 장에 디지털교과서가 면도입됨에 따라 방과후 보충학습시 공교육 과정

에 기반한  G러닝의 공 확 가 요구됨

 시장 니즈 2 :  학습자 수요 

 ○ 보충학습이 필요한 하 권 학습자들이 흥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주도 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안으로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시장 니즈 3 : 스마트기기 보 확 에 따른 수요 

 ○ 태블릿PC와 스마트TV의 보 이 확 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상호

작용에 의해 학습의 긴장감유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한 콘텐츠 수요 증가가 

상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2009년에 발행된 e러닝 시장에 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07억 2,500만 

달러에서 2014년 891억 5,5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17.5%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Global Industry Analysts. 2010.09, eLEARNING - Executive Summary

[e러닝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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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러닝은 학생을 상으로 하는 정규교육 분야에서 비 이 지속 으로 확 되어 

왔으나, 최근 기업을 심으로 e러닝이 극 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 ‘온라인교육지원센터’, 사이버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등 다양한 곳에서 이

용되고 있으며 련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시장도 확 될 망임

 ○ 한편, G러닝은 온라인게임 네트워크와 가상세계 속 활동, 유 간 커뮤니티를 기반

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기존 학습방법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

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약 195억 달러에서 2014년 약 239억 달러로 연평균(CAGR) 7% 성장이 

상되고 있으며, g러닝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  콘텐츠들이 많아질

수록 잠재 성장률은 상치 보다 높을 것으로 단됨

   - G러닝 콘텐츠 시장은 아래의 G러닝 시장  장비, SW 이외의 메인이 되는 콘텐

츠를 의미하며, G러닝 시장의 일부를 의미함

※ 자료 : infiniti research(customer research, GLEARNING

[G러닝 시장 망]

 ○ 한 G러닝을 통해 게임의 순기능을 강조할 수 있어 주요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G러닝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 으로 련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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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콘텐츠 제작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유  
인터페이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콘텐츠 달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콘텐츠 리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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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

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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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

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G러닝콘텐츠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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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range, platform, documents, general, partsframework, building, formats, hardware, 

environments, blocks, reachformat, addition, storing, document, framework

CR_2
storage, high, bothlayer, container, productspout, pour, zipper, bubble, transparent, adapter, 

extraction, hold, emptied, hot, housing, particles, health, label, RFID

CR_3
file, files, terminal, image, unitsearch, engine, window, commands, page, test, component, 

design, framefield, new, location, level

CR_4
portion, form, storage, disclosed, packages, layer, file, television, format, filmpackage, 

contents, device, media

CR_5

product, packaged, containingmachine, front, performing, station, rear, license, radio, 

electricalpatient, learning, normal, enhance, organization, increaseproxy, protocols, header, 

RTP

CR_6

media, client, server, streaming, first, setdevice, network, displaydisplay, apparatus, 

Methodslaboratory, entirety, patches, automating, submitting, authorized, verified, proof, 

learn, manufacturer, implemented

CR_7
data, information, one, contentrecording, playback, units, item, agent, sourcememory, 

configured, part, embodimentsbandwidth, transmit, requested, requests

[G러닝콘텐츠 분야 포지션맵]

 ○ G러닝콘텐츠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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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first, application, processing, digitaldigital, management, access, videounit, connected, 

relates, wireless, stream

CR_9 set, displayed, particular, softwaresoftware, applications, devices

CR_10 video, audio, communicationService, request, processelectronic, related, voice

CR_11

design, controls, combination, automatic, integrated, versionmusical, navigating, tone, 

helper, long, composite, translation, semantic, travel, cart, educational, Calibration, scores, 

effects, predicted, carton, incentives, sorting

CR_12

terminal, receives, memory, field, individual, areatelevision, channel, channels, previously, 

mode, text, search, messagearea, list, number, mediumsource, output, module, 

codeselection, selecting, select

CR_13
application, selected, programprocessing, control, time, pluralityimage, images, character, 

electroniccharacter, selection, displayingtransmitting, transmitted, multimedia

CR_14 user, interface, system, data, package, portion, company

CR_15 weight, composition, improved, liquid, Protein

CR_16 film, resin, bag, panel, Blister, recipient, weight, machine, recognition, member

CR_17 agent, delivered, prior, manner

CR_18 voice, remote, web, Internet

CR_19 stream, transmitting, rate

CR_20
license, technique, encrypted, obtained, encryption, update, change, section, UI, main, 

query, link, testing, servers, host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콘텐츠  제작 엔진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하우징 기술

Layering 기반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장 기술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스트리  기술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라우  기술

셋톱박스용 G러닝 콘텐츠 복부호화 기술

유  인터페이스

경량, 력형의 G러닝 콘텐츠 단말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G러닝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Agent기반 인터랙션 기술

인터랙티  Pop-Up G러닝 콘텐츠 작 기술

콘텐츠 달 엔진

인터넷 연동형 G러닝 콘텐츠 패키징 기술

무선 송용의 G러닝 콘텐츠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G-러닝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  기술

콘텐츠 리 엔진
G러닝 콘텐츠 리소스 데이터포맷 기술

G러닝 콘텐츠 추  기반의 DRM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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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콘텐츠  
제작 
엔진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하우징 기술 13% - - 13%

Layering 기반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장 기술 38% - - 25%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스트리  기술 25% - - 25%

셋업박스용 G러닝 콘텐츠 라우  기술 - - - -

셋톱박스용 G러닝 콘텐츠 복부호화 기술 - - - -

유  
인터

페이스

경량, 력형의 G러닝 콘텐츠 단말용 사용자 인터
페이스 기술

13% - - 13%

G러닝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25% - - 25%

Agent기반 인터랙션 기술 38% - - 38%

인터랙티  Pop-Up G러닝 콘텐츠 작 기술 - - - -

콘텐츠 
달 

엔진

인터넷 연동형 G러닝 콘텐츠 패키징 기술 13% 13% 13% 13%

무선 송용의 G러닝 콘텐츠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13% 13% 13% 13%

G-러닝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  기술 13% 13% 13% 13%

콘텐츠 
리 

엔진

G러닝 콘텐츠 리소스 데이터포맷 기술 - - - -

G러닝 콘텐츠 추  기반의 DRM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 ‘Agent기반 인터랙션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8%가 보유하고 있으며, 38%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콘텐츠 달 엔진 분야는 보유기술, 성숙기술, 

공백기술, 소기업형 기술 등 문항에 한 응답으로 각각 13%의 선택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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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G러닝 콘텐츠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교육 콘텐츠, 워 이션, 홍보 상물, 음성인식 소 트웨어, OCR 문자인식 소 트웨어

해외 기업 마이크로소 트, IBM, 소니, 나소니

국내 기업

기업 교, SK텔 콤, KT, 엘지 자, 섬상 자

소기업
오토잉 리쉬, 더아이엠씨, 티아이소 트, 코아비즈, 엠피워즈, 휴인스, 교홀딩스, 피알존, 엠게임, 시그

마와이즈, 지앤비 어 문교육, 지팡이, 와이비엠시사닷컴

 ○ G러닝 콘텐츠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

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3%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2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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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추천여부1)

G러닝 콘텐츠 

제작/서비스

게임엔진 특

G러닝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특

Agent기반 인터랙션 기술 특

인터랙티  Pop-Up G러닝 콘텐츠 작 기술 특

G러닝 콘텐츠 

UI/UX

무선 송용의 G러닝 콘텐츠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특

G-러닝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  기술 특

G러닝 콘텐츠 리소스 데이터포맷 기술 특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G러닝 콘텐츠 제작/서비스

G러닝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Agent기반 인터랙션 기술

인터랙티  Pop-Up G러닝 콘텐츠 작 기술

G러닝 콘텐츠 UI/UX

무선 송용의 G러닝 콘텐츠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G-러닝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  기술

G러닝 콘텐츠 리소스 데이터포맷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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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G러닝 콘텐

츠 제작/서

비스

G러닝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기술

동작 인식 입력을 

활용하는 G러닝콘

텐츠인터랙션 기

술

응용콘텐츠 설

계/ 로토타입 

G러닝 개발

동작데이터획득  

 모델링/체

감형   G러닝

콘텐츠

　

동작 데이터 획득 

 모델링/체감형 

G러닝콘텐츠

Agent기반 인터

랙션 기술

G러닝콘텐츠의 활

용에 있어 다양한 

에이 트를 활용

하여 이 과정

을 가이드하여 흥

미와 효과를 제고

함

에이 트 훈련 

모듈  데이터 

표 설정 /

용제품

　 　

에이 트 훈련 모

듈  데이터 표

설정 / 용제품

인 터 랙 티  

Pop-Up G러닝 

콘텐츠 작 기

술

블로그/웹페이지/

소셜 랫폼 등에

서 서비스 콘텍스

트에 맞는 G-러닝 

콘텐츠를 이

할 수 있음

 Light Weight 

랫폼 로토

타입   / 작 

도구 로토타

입

L i g h t W e i g h t 

래쉬형 G러

닝 랫폼 /인

터 넷 랫 폼 에 

한 G러닝

랫폼 러그인

시스템 통합 

 용제품

1. LightWeight 

래쉬형 G러닝 랫

폼 2. LightWeight 

G러닝콘텐츠 작

도구 3. 인터넷 랫

폼에  한 G러닝

랫폼 러그인

G러닝 콘텐

츠 UI/UX

무선 송용의 

G러닝 콘텐츠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를 기반으로 다수

가 G러닝 콘텐츠

를 이함

근 지역 사용

자 자동탐색  

세션구성/G러

닝세션 장  

공유/ H T M L 5 

3D 세션공유

　 　

1. 근 지역 사용자 

자동 탐색  세션 

구성 2. G러닝 세

션 장  자동 

복구 3. HTML5 

3D 세션 공유

G-러닝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  

기술

규모 용량의 G

러닝콘텐츠를 네

트워크/단말에 독

립 으로 실시간

으로 다운로드하

면서 서비스함

응용콘텐츠 설

계/ 로토타입 

G러닝 개발

 게임 데이터와 

G러닝콘텐츠의 

퓨   규모  

 데이터의 실시

간 스트리 /

데이터 이어 

리

　

1. 게임 데이터와 

G러닝콘텐츠의 퓨

 2. 퓨  결과 

규모 데이터의 실

시간 스트리  3. 

데이터 이어 

리

G러닝 콘텐츠 

리소스 데이터포

맷 기술

멀티미디어G러닝

콘텐츠를 여러 

랫폼에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구

조화하고 부호화

함

범용 엔 진기 반 

콘텐츠구조화표

 1차버

범용 엔 진기 반 

G 러 닝 콘 텐 츠 

구조화 표 /

게임엔진독립  

G - 러닝콘텐츠 

작

　

1. 범용 게임엔진용 

G러닝콘텐츠 구조

화 표  2. 게임엔

진독립  G-러닝콘

텐츠 작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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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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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플랫폼 연동 솔루션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웹을 기반으로 PC와 모바일기기 는 TV 등에서 동시에 콘텐츠를 연동하여 구

해내는 솔루션

 ○ 이기종의 장치   랫폼 간 상호 작용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N스크린 기술과 웹  랫폼 기술, 콘텐츠 상호연동  

리 기술 등 세부 기술이 있음.

 ○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장치의 보  확 와  사용자의 멀티 단말 활용에 

한 욕구가 증 됨에 따라, 사용자 심의 기기간 콘텐츠의  공유  이동, 동기화

가 요구됨.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클라우드 컴퓨 의 본격화, 통신 환경이 격히 발

하면서 다양한 장치에 랫폼 독립 인 콘텐츠서비스, 장치간 콘텐츠 공유 서비스, 

장치간 끊김없는 콘텐츠 서비스, 장치간 보완/ 업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음.

 

[이기종 랫폼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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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OSMU(One-Source 

Multi-Use)가 주로 N스크린 시장을 형성해 왔지만, 최근에는 OSMU 시장의 확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가 아닌 기기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기기별 상호 작

용을 통해 제공하는 ASMD(Adaptirve- Source Multi-Device)가 새로운 차별화 

역으로 발 되고 있음. 

 ○ 기기  OS, 랫폼 독립 인 장 을 갖는 웹 기술이 이기종 랫폼 연동을 한 

핵심 기술로 각 받고 있으며, 최근 등장한 HTML5는 비디오, 오디오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모두 통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웹의 보 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을 기반으로 모바일 웹에서의 콘텐츠 연

동  리 기술이 요구되는데, 콘텐츠 크기와 정보량이 제한된 사용자의 무선 모

바일 장치의 환경에 맞게 콘텐츠를 변환하여 표 해 주는 응화 기술에 한 연

구가 활발함.

 ○ 이기종 랫폼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사업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랫폼 제공업체, 통신  방송사업자 등 각 

분야의 사업자들이 독립 이 아닌 수직 통합을 통한 에코 생태계를 형성하고 새로

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나. 범

 ○ (서비스 ) 이기종 랫폼 기반 콘텐츠 연동 솔루션은 콘텐츠/서비스 제공업

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랫폼 제공업체, 통신  방송사업자에게 웹 환경의 개방

형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들 간의 업  연계를 통한 콘텐츠 연

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세부기술 ) 이기종 랫폼 기반의 콘텐츠 연동 서비스를 해서는 가상화 

 원격 스토리지 등의 클라우드 컴퓨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

서는 N스크린 기술과 웹 랫폼 기술, 콘텐츠 상호연동  리 기술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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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36)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이기종 랫폼 연동 솔루션 분야의 상특허 4,08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

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 32%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

고 있으며, 일본 26.9%, 한국 20.9%, 유럽 20.2% 등의 순서로 고르게 출원하는 것

으로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36)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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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5
디지털컴퓨터일반(세부사항1/00-13/00);데이터처리장비일반( 상데이터처리를 한신경회

로망G06T) 
288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273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266

G06F-003

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형식으로 송된데이터를변환하는입력기구;처리장치로부터출력장치

로데이터를 송하기 한출력기구, .인터페이스기구(타이 라이터B41J;물리 변수의변환

F15B5/00,G01;이미지취득G06T1/00,G06T9/00;부호화,복호화 는부호변환일반H03M;디지

털정보의 송H04L) 

257

G06F-013

기억장치,입력/출력장치 는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 는다른신호의상호 속 는 송(특

정의입력/출력장치를 한인터페이스회로G06F3/00;멀티 로세서시스템G06F15/16;디지털

정보 송일반H04L;선택H04Q) 

221

G06F-021

부정행 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보안 장치(멀티 로그래  

9/46; 허가받지 않은 메모리  사용에 한 보호 12/14; 부호화된 ID카드 는 신용카드

에 의해 작동하는 지불장치 G07F 7/08; 앙국에 의해 감시되는 도난  방지 설비 G08B 

26/00; 비  는 안 한 통신 H04L 9/00;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H04L 12/00)

74

[IPC 분류별 황]

 ○ 해외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유럽의 삼극특허 출원건수

가 가장 많으며, 미국, 일본 등도 고르게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LG  Electronics 

Inc.
9 12

SAMSUNG  

ELECTRONICS 

CO., LTD.

31 9 Canon Inc. 41 7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11 9
MICROSOFT  

CORPORATION
31 6

Ricoh company 

ltd.
24 1

3

SIEMENS  

AKTIENGESELLS

CHAFT

13 5
LG Electronics 

Inc.
12 7 Hitachi ltd. 18 3

4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3 11

ELECTRONICS 

AND  

TELECOMMUNI

CATIONS 

RESEARCH 

INSTITUTE

18 0
Seiko Epson 

Corp.
15 5

5
MICROSOFT  

CORPORATION
4 6

Oracle 

International  

Corporation

17 0 Sonic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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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이기종 랫폼 연동 솔루션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6년 123건으

로 최고 출원을 보 으나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G06F13/00) 
132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90

G06F-015 디지털컴퓨터일반(세부사항1/00-13/00);데이터처리장비일반( 상데이터처리를 한신경회로망G06T) 67

G06F-003

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형식으로 송된데이터를변환하는입력기구;처리장치로부터출력장치로데이터를

송하기 한출력기구, .인터페이스기구(타이 라이터B41J;물리 변수의변환F15B5/00,G01;이미지

취득G06T1/00,G06T9/00;부호화,복호화 는부호변환일반H03M;디지털정보의 송H04L) 

59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47

G06F-013

기억장치,입력/출력장치 는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 는다른신호의상호 속 는 송(특정의입력/

출력장치를 한인터페이스회로G06F3/00;멀티 로세서시스템G06F15/16;디지털정보 송일반H04L;선

택H04Q) 

45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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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인 삼성 자와 LG 자가 각각 115, 64건으로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하 고, 학/연구기 에서는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46건

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46 (주) 팬택 5 삼성 자(주) 115

2
경북 학교 

산학 력단
4 (주)잉카엔트웍스 4 엘지 자 (주) 64

3 자부품연구원 4 (주) 컨텐츠 러그 2 에스 이 텔 콤(주) 22

4
연세 학교 

산학 력단
2 유비벨록스(주) 2 (주) 이티 8

5
성균 학교산학

력단
2 (주) 세이 아이 2 삼성에스디에스 (주) 6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이기종 랫폼 연동 솔루션 분야의 구성요소 에  세계 비 기술경쟁력은 평

균 0.093으로 나타났으며,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이기종 

콘텐츠 작 엔진(0.112)인 것으로 분석됨

 ○ 동 략제품의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는 기  값 1을 후로 보통 수  이상의 

기술활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0.96 519.15 0.94 0.85 0.093 0.973 

이기종 웹서비스 1.00 432.40 1.01 0.95 0.074 1.045 

이기종 콘텐츠 작 엔진 1.12 182.44 1.18 
             

2.05 
0.112 1.107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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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를 살펴보면 이기종 웹서비스(1.49), 이기종 콘텐츠 작 

엔진(0.96),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0.62) 등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기종 웹 서비스 분야에 한 연구 주체들의 기술 확보 노력이 가장 큰 것으로 

단됨

 ○ 이기종 랫폼 연동 솔루션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가지 구성요소  

이기종 콘텐츠 작 엔진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동 략제품은 반 으로 다수의 연구주체에 의하여 특허가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3,296 0.62 86.74 

이기종 웹서비스 6,389 1.49 77.27 

이기종 콘텐츠 작 엔진 1,558 0.96 139.26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0.09 0.97 0.62 86.74

이기종 웹서비스 0.07 1.05 1.49 77.27 

이기종 콘텐츠 작 엔진 0.11 1.11 0.96 139.26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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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

펴보면, 구성요소 모두는 평균 3.68로서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

석됨 

   - 이기종 웹서비스 분야는 기술확보지수가 1 으로 분석되어 기업들이 동 분야에 

한 상 인 기술 확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단되어 상 으로 소기업의 

진입 가능성 수가 평균 수 을 기록함

   -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분야는 4.2 의 높은 수를 기록하여 

구성요소 가운데 소기업에 가장 합한 분야인 것으로 악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3 3 3.0 5 5 5.0 4.20 

이기종 

웹서비스
3 4 3.4 1 5 3.0 3.16 

이기종 콘텐츠 

작 엔진
4 4 4.0 3 4 3.5 3.70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N스크린 기술  

 시장 니즈 1 : OSMU 서비스

 ○ 동일한 콘텐츠 는 서비스를 N스크린 환경의 다양한 기기에 동일하게 제공하기 

한 OSMU(One-Source Multi-Use)가 표 인 N스크린 서비스이며, 이를 해 

단말의 특성(해상도 등)에 따라 콘텐츠를 효율 으로 인코딩/디코딩하는 기술이 

요구됨.

 ○ 미디어의 OSMU를 해 하나의 콘텐츠를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가변 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미디어 포맷을 변경하는 방식인 SVC(Scalable Video Cod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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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개발되고 있음.

 ○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장치를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콘텐츠 는 서비스를 끊김 없

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말간 서비스 이동에 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

며, 주로 미디어 스트리  서비스에 집 되고 있음.  

 시장 니즈 2 : ASMU 서비스

 ○ 동일한 콘텐츠가 아닌 기기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기기별 상호 작용을 통해 제

공하는 ASMD(Adaptirve Source Multi Device)가 새로운 차별화 역으로 발 되

고 있음.

 ○ 콘텐츠/서비스 제공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랫폼 제공업체, 통신  방송사업자 

등 각 분야의 사업자들이 독립 이 아닌 수직 통합을 통한 에코 생태계를 형성하

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상됨.

 ○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많은 투자와 비용이 

발생되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해 고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함.

 시장 니즈 3 : 호환성  이용 편의성 

 ○ N스크린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직 이고 이용 상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장치간 연계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설정 등은 사용

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

 ○ 를 들어, 사용자의 음성  동작 인식과 근거리 무선 통신(NFC), 블루투스 등과 

같은 송 표 을 통한 N스크린 서비스는 다양한 장치별 호환이 가능하므로 사용

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음.

 시장 니즈4 : N스크린 장치의 확산

 ○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 일부 기기 뿐만 아니라 사무실 벽면, 테이블, 거울, 

자동차 센터페시아 등이 디스 이와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갖춘다면, 보다 다양

한 장치가 N스크린 서비스의 상이 될 수 있으며 N스크린 시장 규모도 격히 

성장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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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랫폼 기술 

 시장 니즈 1 : 이기종 랫폼 지원  

 ○ 재 N스크린 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동일 단말 랫폼을 기반으로 동일한 형태의 

응용이 제공되어 콘텐츠의 공유와 동기화가 제공됨.

 ○ N스크린 서비스의 확산을 해 다양한 단말 랫폼의 존재는 콘텐츠  응용 개

발자에게 큰 장애물이므로 콘텐츠 는 서비스의 단말 랫폼에 한 의존성을 탈

피하기 해 웹을 기반으로 하는 웹기반 표  랫폼 개발이 필요하며 재 

HTML5 기반 웹서비스 기술의 표 화가 진행 임.

 시장 니즈 2 : 장치간 서비스 이동  업 지원 

 ○ 장치간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동  업을 해서는 주변에서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는 단말을 찾고 단말에서 서비스를 검색하는 방법이 필요한

데 최근에 W3C의 Device API에서도 로컬 네트워크에서 단말과 서비스의 검색을 

한 API의 정의를 고려하고 있음.

 ○ 장치간 끊김 없는 서비스 이동이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서비스 세션에 한 

리가 요구되며 웹 세션과 같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3) 콘텐츠 상호연동  리 기술 

 시장 니즈 1 : 상호 호환성 

 

 ○ 재는 콘텐츠 리  연동이 각 사업자 독자 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표 으로 Apple의 iTunes, iBook, iMovie, iWork 등의 콘텐츠가 iPhone, iPad, 

Apple TV 등의 이기종 장치를 통한 N스크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스마트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보다 편리한 콘텐츠  서비스 유통 방식에 한 요

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유통 채 들이 확산되면서 

콘텐츠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에 요성이 부각됨.

 시장 니즈 2 : 융합 콘텐츠 

 ○ N스크린 서비스에서는 단순한 동 상 콘텐츠가 아니라 개인화된 정보 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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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하나로 융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요구되므로 여러 콘텐츠를 동 으로 

융합하거나 필요에 따라 융합된 콘텐츠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됨.

시장 니즈 3 : 모바일 콘텐츠 응화  

 ○ 웹의 보 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 을 기반으로 모바일 웹에서의 콘텐츠 연동 

 리 기술이 요구되는데, 콘텐츠 크기와 정보량이 제한된 사용자의 무선 모바일 장

치의 환경에 맞게 콘텐츠를 변환하여 표 해 주는 응화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데스크톱PC, TV 등 다양한 스크린에서 하나의 콘텐츠

를 공유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할 수 있어 콘텐츠의 소비도 함께 진하고 있음 

 ○ 이기종 랫폼 연동 솔루션의 주요 기술인 N-Screen 서비스 어 리 이션 다운로

드 시장 망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동 시의 시장은장은 연평균 64.2%의 

성장이 상됨

   - 모바일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시장은 2011년 기  약 198억달러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세부 분야 에서는 게임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시장이 약 549억달러로 

체의 20% 이상의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악됨

 ○ 삼성과 LG는 N스크린 서비스를 극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자사의 다

양한 상품군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많은 상품에 응용되어 련 콘텐츠 

시장도 확  될 것으로 망됨  

 ○ 한편, IP-셋탑박스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IP패킷화 되어 있는 콘텐츠를 복호화

해서 동 상  데이터를 TV 화면에 맞게 신호를 송해 주는 단말장치로 TV단말을 

심으로 한 상 콘텐츠 처리에 기능이 제한되었으나 Home Networking, 인터넷

화 등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합해주는 데이터 문 기능으로 발 해 나가는 임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714 -

[모바일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시장 망]

(단  : 백만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CAGR(%)

Games 3,300 5,491 9,137 15,205 25,300 66.4

Social 1,990 3,230 5,242 8,508 13,802 62.3

Books 1,350 2,303 3,929 6,703 11,430 70.6

Entertainment 1,140 1,718 2,589 3,902 5,873 50.7

Business & Finance 630 1,063 1,795 3,030 5,118 68.8

LifeStyle 190 307 496 800 1,294 61.5

Productivity 950 1,603 2,704 4,561 7,694 68.7

Travel 280 431 663 1,021 1,572 53.9

Navigation 290 503 872 1,512 2,624 73.4

Utilities 860 1,391 2,251 3,643 5,902 61.8

Others 1,070 1,702 2,708 4,309 6,864 59.1

 체 12,050 19,786 32,489 53,347 87,698 64.2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10. 8, Global Mobile Application Market

 ○ IDC 보고서에 수록된 IPTV용 셋탑박스 시장 망에 따르면 2009년 26억 6,300만 

달러에서 2014년 83억 5,9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25.7% 성장이 상되고 있음

   - 디지털 이블 TV용 셋탑박스 시장은 연평균 2.2%성장하여 2014년에는 81억 4,100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망임 

※ 자료 : IDC. 2010.6, 2008. 3. worldwide digital pay tv STB market forecast

[셋탑박스 시장 망]

 ○ TV 셋탑박스 시장과 모바일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시장을 통하여 콘텐츠 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기종 랫폼 연동 솔루션의 잠재 성장률을 

상해 볼 수 있음



콘텐츠⋅SW

- 715 -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이기종웹 서비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이기종 콘텐츠 

작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이기종 랫폼 연동솔루션 무역부분 품목 코드]

(2) 무역 황 분석

□ 이기종 랫폼 연동솔루션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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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

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

성 기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

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

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

자료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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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
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기종 랫폼 연동솔루션 분야 포

지션맵 작성 

[이기종 랫폼 연동솔루션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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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naming, transcoded, marker, abstract, MAPI, entities, servlet, parentworkstations, workstation, 

distributing, meet

CR_2 tip, rotating, rib, pedestalframeworks, fully, appliancesintelligence, resolves, optimizes

CR_3

IR, hierarchy, manipulation, tailored, applet, Micro, virus, itempontoon, semisubmersible, 

floatingimage, quality, card, setting, sub,  selecting, traffic, transfer, cable, sequence, handover, 

test, reducing, distributed

CR_4 queue, efficient, receipt, cluster, workstationsindicative, restored, fabricated

CR_5 elastomeric, translatable, gear, absorbed, rotatoryaluminum, cargo, chassis, left, trailer, rail

CR_6 WSDL, description, languagecode, program, management

CR_7
composite, Optimization, QoS, signatures, allocated, satellites, vector, prioritywidgets, widget, 

migrated, screen, reservoir, fault

CR_8
post, coaxial, threaded, coupler, Crimping, windingoligomers, geometries, repetition, geometric, 

principles, flightinstance, manage,  runtime

CR_9 distributed, operational, Java, managedmiddleware, events, domain, calling

CR_10
bandwidth, dual, scanning, scalablecustomer, automated, engaging, BIDcovering, box, 

energizing

CR_11
header, tokens, authenticated, human, recognizedONUs, ONU, associating, HDT, PDA, 

scheme, Adaptive, map, account

CR_12
partner, trading, established, typically, models, XQuery, JavaBean, interactions, tag, string, 

instrument, apparatusesarticles,  article, Examples, chains

CR_13
vat, stereolithography, elevator, cart, releasably, removably, removegene, microarray, SVMs, 

kernel

CR_14
amplify, OFDM, localeblades, facilitates, assemblingthreaded, sleeve, connectors, employed,  

torque

CR_15 subsystem, periodically, exchanging, servinglibraries, linked, bulk, preparation, text,  key

CR_16
Eimeria, kDa, recombinant, shellFootboard, Elevating, drill, footplates, retracted, archway, 

intracranial, Stick, treadmill, worktable, porous

CR_17

rib, stylus, boltoperative, CMO, planar, cladded, materialselectrodes, sensor, beam, primary, 

slots, hole, structuralradio, storing, media, among, related, database, machinehydrogen, 

branching, resist

CR_18

interlock, nanometers, seating, spare, bundles, jet, Underdrain, waterproof, SMT,  

metallization, stimulus, boost, DRAM, NPN, sponge, Lavandula, counterclockwise, 

interferonprinter, version, walk, printing, resource

CR_19 blade, container, resin, flow, vat, image, asynchronous, peripheral, fuse,  compositions

CR_20 transactional, Traversal, logically, parsed, organized, tree, depth

CR_21 vapor, Excited, crossed, tracked, solves, beacon

CR_22 detector, tank, reset, neutral, Thermal, cascode, comparison, follower, TFT, post,  crimp, stage

CR_23 chemical, bonded, articles, chain, antibodies

 ○ 이기종 랫폼 연동솔루션 분야는 23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

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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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이기종 웹 콘텐츠용  미디어 데이터포맷

이기종 연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상호 변환 기술

이 기종 멀티미디어 데이터 연동 기술

이기종웹 서비스

이기종 연동형의 스마트 콘텐츠 서버-클라이언트 엔진

개인 맞춤형의 이기종 웹서비스 패키지 기술

멀티 랫폼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라우징 기술

SNS 기반의 마켓 이스 운  기술

이기종 콘텐츠 작엔진

개방형 이기종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기술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제작용의 스크립트 기반 IDE 기술

계층  구조 지원의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제작 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디바이스간 

데이터 호환  

변환 솔루션

이기종 웹 콘텐츠용 미디어 데이터포맷 15% - - 15%

이기종 연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상호 변환 기술 46% - - 46%

이 기종 멀티미디어 데이터 연동 기술 15% - 8% 15%

이기종웹 서비스

이기종 연동형의 스마트 콘텐츠 서버-클라이언트 

엔진
8% - 8% 8%

개인 맞춤형의 이기종 웹서비스 패키지 기술 8% - - 8%

멀티 랫폼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라우징 기술 23% - 8% 23%

SNS 기반의 마켓 이스 운  기술 8% - 15% 8%

이기종 콘텐츠 

작엔진

개방형 이기종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기술 23% - - 23%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제작용의 스크립트 기반 

IDE 기술
15% - - 15%

계층  구조 지원의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제작 

기술
15% - - 15%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3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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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종 랫폼 연동솔루션 분야에서 ‘이기종 연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상호 변환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46%가 보유하고 있으며, 46%의 기업이 소기업

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조사에 응한 소기업의 15%는 ‘SNS 기반의 마켓 이스 운  기술’을 공백기술

로 선택하 으며,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들은 타 구성요소 비 이기종 웹 서비

스 분야를 가장 유망한 분야로 생각하는 것으로 단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기술(분야) 목

록은 아래와 같음

   ∙ 모바일 재 솔루션 개발 기술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이기종 랫폼 연동솔루션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모바일 소 트웨어, ESM 통합 보안 리시스템, 업 리 솔루션,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임베

디드시스템 SW, 상처리 SW, 모바일 보안 재 솔루션, 단일인증제 시스템, 창고 리 자동

화 패키지, DB구축 공정 SW

해외 기업 오라클, 마이크로소 트

국내 기업

기업 삼성 SDS, LG CNS

소기업
아시아 정보테크, 제이컴정보, 아크로엠, 유징테크, 티아이소 트, 코아비즈, 엠피워즈, 미래티

앤씨, 앤티정보, 세 코아, 피알존, 티젠스, 유엠로직스, 오투모바일 SW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69%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1%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2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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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디바이스간 

콘텐츠 호환  

변환 솔루션

이기종 웹 콘텐츠용 미디어 데이터포맷 특

이기종 연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상호 변환 기술 특

이기종 콘텐츠 

서비스

이기종 연동형의 콘텐츠 서버-클라이언트 엔진 특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특

웹서비스 기반 콘텐츠 라우징 기술(추후 이기종 목표로 고려)

이기종콘텐츠서비스를 한인증 과 기술 

이기종콘텐츠

작도구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작기술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장  리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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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디바이스간 

콘텐츠 호환 

 변환 

솔루션

이기종 웹 

콘텐츠용 미디어 

데이터포맷

-장치간/ 랫폼

간 업 지원

융합 콘텐츠용 

미디어 

포맷(2-Screen)

융합 콘텐츠용 

미디어 

포맷(3-Screen)

융합 콘텐츠용 

미디어 

포맷(N-Screen) 이기종 

랫폼 

연동

솔루션을 

이용한 

고수 의 

N스크린 

서비스

이기종 연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상호 변환 기술

-장치간/ 랫폼

간 업 지원

장치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 

변환 지원

On-the-fly 

트랜스 코딩 

지원

장치간 업을 

한 콘텐츠 

변환 지원

이기종 

콘텐츠 

서비스

이기종 연동형의 

콘텐츠 

서버-클라이언트 

엔진

장치간/ 랫폼

간 콘텐츠 

공유/동기화/

업 지원

장치간 콘텐츠 

공유 지원

장치간 

끊김없는 

콘텐츠 서비스 

지원

장치간 

보완/ 업 

콘텐츠 서비스 

지원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디바이스간 콘텐츠 호환 

 변환 솔루션

이기종 웹 콘텐츠용 미디어 데이터포맷

이기종 연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상호 변환 기술

이기종 콘텐츠 서비스

이기종 연동형의 콘텐츠 서버-클라이언트 엔진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웹서비스 기반 콘텐츠 라우징 기술(추후 이기종 목표로 고려)

이기종콘텐츠서비스를 한인증 과 기술 

이기종콘텐츠 작도구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작기술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장  리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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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개인 맞춤형 

콘텐츠 

필터링/추천 

서비스

N 스크린 기반 

맞춤형 고 

서비스 지원

웹서비스 기반 

콘텐츠 라우징 

기술(추후 이기종 

목표로 고려)

- 웹서비스 

기술의 활용

 html5 기반 

콘텐츠 연동 

기술 확보

웹 

OS(WebOS, 

ChromeOS, 

WAC 등) 

기반 콘텐츠 

연동 기술 

확보

　

이기종콘텐츠서비

스를 한보안,인증

과 기술 

-DRM 기술, 

인증, 과  기술

콘텐츠별 

DRM 기술 

확보

N스크린 지원 

DRM 기술 

확보

　

이기종콘텐츠

작도구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작기술

- 통합된 콘텐츠 

작 환경 제공 

필요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GUI기반IDE

제공 

다양한 도메인 

지원을 한 

러그인 제공

이기종 연동형 

콘텐츠 장  

리기술

-클라우드기술의

활용

- 용량데이터

처리

- 송  

배포기술필요

용량 미디어 

일 리  

송 지원

장치별특성에  

기반한 

Delivery 방식 

   송망 

제어 지원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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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모바일 실외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 상을 이용하여 사용자 주

변 생활 정보를 분석  인지한 후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 단말기 상에 

증강 실 상 형태로 제공하는 애 리 이션임

   - 모바일 휴 형 단말기를 보유한 사용자가 단말기 상의 실제 상과 합성되어 나

타나는 3D 가상 물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교육·오락·여행 등의 생활 공간에서 

가상세계와 실세계가 합성된 공간를 체험

 ○ 생활형 증강 실 애 리 이션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단말기 상에 실제 상

과 가상정보가 결합된 증강 실 상 형태로 제공되며, 이러한 생활형 증강 실 

애 리 이션 시스템은 스마트 정보 단말기, 증강 실 운용 랫폼, 생활형 증강

실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

[생활형 증강 실 애 리 이션 시스템의 구성도  구동 원리]

   - 치인식  자세인식을 한 각 종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정보 단말기

   - 모바일 증강 실 응용 콘텐츠를 가시화하는 증강 실 엔진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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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강 실 응용 콘텐츠를 구동하는 모바일 증강 실 응용 콘텐츠 운용 SW

   - 길안내, 건물 정보 안내, 모바일 고, 문화재 체험,  안내, 시 안내 등의 

각 종 생활형 애 리 이션 콘텐츠 DB

 ○ 고성능의 이동형 정보 기기가 속도로 확산되고 네트워크 인 라가 범 하게 

구축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사용자 요구에 

부응해서 신장하고 있음

 ○ 정보  지식을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실세계에서 활용  근하고자 하는 사

용자의 욕구는 모바일 환경 하에서 콘텐츠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음

    - 그  일상 체험의 사실  표 을 극 화하는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증강 실 

콘텐츠가 최근 들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스마트폰의 등장은 모바일 상의 정보 서비스 한 요구에 한 필요성을 증 시키

고 있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증강 실 애 리 이션을 필두로 모

바일 환경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기술  서비스 시장에 일  신을 불러오

고 있음

    ※ 2009-2010년에 주목해야될 모바일 기술로써, 모바일 폰에 목될 GPS를 이용한 

치감지 기술, 모바일 인터페이스 기술, 고선명 디스 이 기술, 모바일 폰 

상의 웹 애 리 이션을 구동하는 젯 기술 등을 밝히고 있음 (자료 : 가트  

그룹)

    ※ 2007년 MIT 기술 측보고서에서는 증강 실을 10  유망 기술에 포함

 ○ 증강 실 상 기반의 사용자 체험형 콘텐츠 기술은 생활 응용 서비스 목 으로 

국내외 으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 단말기  랫폼 기

술의 격한 발달에 따라 향 후 지속 으로 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망됨

나. 범

 ○ (제품 분류 ) 생활형 증강 실 애 리 이션 시스템은 생활형 응용 콘텐츠의 

분류에 따라, 퍼스  내비게이션․모바일 고․문화재 체험․ 지 안내․교육

용․엔터테인먼트 애 리 이션 등을 포함함

 ○ (공 망 ) 생활형 증강 실 애 리 이션 시스템은 xxx 등이 포함될 수 있으

나, 스마트 정보 단말기, 증강 실 가시화 엔진 SW, 증강 실 응용 콘텐츠 운용 

SW, 생활형 응용 콘텐츠 DB 등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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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37)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상특허 6,18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 특

허의 47.8%로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동 기

간동안 13.5%로 조하게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37)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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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6K-009

인쇄문자,손으로쓴문자 는패턴을독취 는인식하기 한방법 는장치, .지문을 한것(핵분자의비

의처리 는해석G01T5/02;지폐 는유사한가치가있는종이상의패턴을시험하는것G07D7/20;음성인식

G10L15/00) 

604

G06T-007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

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279

G09G-005
학  수단의 사용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 측정장치 (그룹 G01B 9/00에 포함되는 형식의 계기 그 

자체  G01B 9/00)
136

G06F-017
음극선 표시기 기타가시표시기에공통의가시표시기용의제어장치 는회로( 상데이터처리 는형성

G06T)  
105

G01S-013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105

G06K-007 기록매체를 읽는 방법 는 장치(G06K 9/00이 우선) 75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보면,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극특허의 출원률도 일본과 미국 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ONY  

CORPORATION
1 29

CANON 

KABUSHIKI  

KAISHA

120 27 Panasonic 63 8

2

CANON  

KABUSHIKI 

KAISHA

0 27
SONY 

CORPORATION
46 16 Canon Inc. 62 1

3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1 25

MICROSOFT  

CORPORATION
44 4

Toshiba 

Corporation
49 4

4

SIEMENS  

AKTIENGESELLSC

HAFT

14 4 Panasonic 20 14 Hitachi ltd. 43 2

5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0 17

SEIKO EPSON  

CORPORATION
28 5 NEC corporation 38 1

(2) 국내동향

 ○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진 인 

증가추세에서 ‘09년 181건으로 최고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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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T-007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

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타이 라이터 B41J; 물리  변수의 

변환  F15B 5/00, G01; 이미지취득 G06T 1/00, G06T 9/00; 부호화, 복호화 는 부호변환 일반 

H03M; 디지털 정보의  송 H04L)

127

G01S-005
방향성이 없는 주 , 음 , 음  자  는 입자방사의 도래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한 

방 측정기(복수의  방향선 는 상선의 측정을 좌표로 련시킴에 의한 치결정 G01S 5/00)
31

G06K-009

인쇄문자,손으로쓴문자 는패턴을독취 는인식하기 한방법 는장치, .지문을 한것(핵분자의비

의처리 는해석G01T5/02;지폐 는유사한가치가있는종이상의패턴을시험하는것G07D7/20;음성인식

G10L15/00) 

31

G06T-017 컴퓨터그래픽용3차원(3D)모델링   29

G11B-020 기록 는재생방법에특징이없는신호처리이것에 한회로   28

G01B-011
학 수단의사용에의해서특징지워진측정장치(그룹G01B9/00에포함되는형식의계기그자체

G01B9/00)   [2]
21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연구기  주의 출원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한국 자통신연구원에서 65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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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65
주식회사  

넥스 시스템
4 삼성 자주식회사 51

2 한국과학기술원 13 (주)새한지오텍 4 엘지 자 주식회사 38

3 성균 학교산학 력단 7 엠텍비젼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이티 14

4 부산 학교 산학 력단 6 주식회사 엔텍 4
주식회사 

우일 트로닉스
9

5 연세 학교 산학 력단 6 주식회사 팬택 3
에스 이 

텔 콤주식회사
7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의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평균 0.023으

로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객체 인식엔진의 특허는 질  수 이 높지 않

은 것으로 단됨

 ○ 구성요소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객체 인식엔진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활동도가 낮은 분야는 Tangible 인터페이스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객체 인식엔진 1.08 292.32 0.90 - - 2.076

객체 추 엔진 0.80 231.61 1.06 0.71 0.022 0.758

실시간랜더링솔루션 1.23 219.24 0.98 1.67 0.023 1.275

Tangible인터페이스 0.98 201.84 1.06 1.67 0.025 0.59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객체 추 엔진의 패 리 특허수는 동 략제품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22,790건의 

패 리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확보지수는 1.86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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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주체간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객체인식 엔진(757.75), 실시간 랜더링 솔

루션(488.26), Tangible 인터페이스(328.13), 객체 추 엔진(292.02) 순서로 높게 나타

났으며, 반 으로 소수의 기업에 의한 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객체 인식엔진 7,772 0.68 757.75 

객체 추 엔진 22,790 1.86 292.02 

실시간랜더링 솔루션 7,456 0.99 488.26 

Tangible 인터페이스 1,940 0.22 328.13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객체 인식 엔진 - 2.08 0.68 757.75  

객체 추  엔진 0.02 0.76 1.86 292.02 

실시간 랜더링 솔루션 0.02 1.28 0.99 488.26 

Tangible 인터페이스 0.03 0.59 0.22 328.13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

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객체 인식 엔진이 2.84로 동 분야의 구성요소  소기

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모든 구성요소가 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객

체 인식에진과 실시간 랜더링 솔루션이 5 으로 높게 분석됨. 종합하여 기술성숙

도 지수에서는 모든 구성요소가 3  미만으로 소기업 진출을 한 기술  인

라 수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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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확보지수는 객체추 엔진을 제외한 구성요소가 모두 3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체 으로 낮은 수를 기록하여 소기업의 진입 용이

성이 낮은 분야인 것으로 악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객체 인식 엔진 1 5 2.6 5 1 3.0 2.84 

객체 추  엔진 1 1 1.0 1 2 1.5 1.30 

실시간 랜더링 

솔루션
1 5 2.6 3 2 2.5 2.54 

Tangible 

인터페이스
2 1 1.6 5 2 3.5 2.7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스마트 정보 단말기

 시장 니즈 1 : 가격화

 ○ 고성능 센서 장착의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인하와 약정 공   스마트 탭의 시

장 유율 확산에 따른 스마트 정보단말기의 가격화 추세가, 스마트 정보단말기

의 보  확산을 가속화

 시장 니즈 2 : 고기능성

 ○ 치  자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 하기 한 GPS 센서, 자이로센서, 성센서 

등의 각 종 정 센서  고성능의 CPU가 장착된 스마트폰 정보단말기의 일반화에 

따라 해당 센서 하드웨어 활용을 극 화한 신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요구 증

 시장 니즈 3 : 사용자 친화성

 ○ 터치 스크린에 의한 손쉽고 직 인 사용자 상호작용, 내장 센서 동작에 의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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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앱 구동의 단순화 등으로 인한 증 된 스마트 정보단말기 활용성  사용

자 친화성을 극  활용한 신규 모바일 콘텐츠 필요성 증가 

 ○ 모바일 컴퓨터 기기라는 인식을 불식한 단순한 조작만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단말

기의 발   확산은, 다양한 모바일 응용 분야 개척을 요구

 ○ 아동  노약층 상의 스마트 단말기 활용 사례가 격히 증가하는 계로, 새로

운 계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애 리 이션 개발 요구의 증

(2) 모바일 증강 실 가시화 엔진 SW

 시장 니즈 1 : 실 공간의 월성

 ○ 모바일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정보  지식을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실세계에

서 활용  근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욕구가 모바일 환경 하에서 신규 콘텐츠 패

러다임인 증강 실 콘텐츠 처리 기술로 나타남

 ○ 일상 체험의 사실  표 을 극 화하는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가,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디지털의 가상세계와 아날로그의 실세계 간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컴퓨터가 

생성한 상  소리 등을 실세계에 정합시키는 증강 실 가시화 엔진 기술 개발

에 한 요구로 이

 시장 니즈 2 : 고성능화 

 ○ 기존 테스크탑 랫폼 상의 마커 기반의 상인식 기반의 실내용 증강 실 기술

이, 마커리스 기반의 상인식 기술  모바일 CPU의 고성능화로 실외용 증강

실 엔진 기술 발 의 가속화로 이어짐

 ○ 실외용 증강 실 엔진 기술의 가속화가, 기존의 LBS( 치 기반 서비스)의 유사 증

강 실 서비스에서 벗어나 실질 인 가상-실체 객체 상정합을 실 하는 고정  

증강 실 응용 서비스를 가능  하고 있음

(3) 모바일 증강 실 응용 콘텐츠 운용 SW 

 시장 니즈 1 : 범용성

 ○ 길안내, 모바일 개인 맞춤형 고, 지 안내 등의 증강 실 애 리 이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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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응용 분야에 독립 인 범용 증강 실 응용 콘텐츠 운용 SW 개발 필요

성의 증

 ○ 아이폰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정보단말기 랫폼의 등장에 따

라, 독립 인 범용증강 실 응용 콘텐츠 운용 SW 개발 필요성의 증

 시장 니즈 2 : 임베디드형 SW

 ○ 향 후 모바일 증강 실 응용 서비스는 탑재된 OS와 착된 임베디드 미들웨어 

형식으로 제공되는 추세인 바, 다양한 성능  기능의 증강 실 응용 콘텐츠 운

용 SW 개발 붐을 일으킬 망

(4) 생활형 응용 콘텐츠 DB

 시장 니즈 1 : 콘텐츠 비즈니스의 확산

 ○ 다양한 분야에서 거  콘텐츠 제작  유통 시장이 형성되어, 개별 응용 서비스 

맞춤형의 스마트 정보 단말기용의 콘텐츠 활용이 가능

 ○ N-스크린 서비스 기술의 개발  활용 확산으로, 기존 고  응용 콘텐츠의 스마

트 정보 단말기 활용 용이

 시장 니즈 2 : 콘텐츠의 편재형

 ○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기존  신규 생활형 응용 콘텐츠의 DB 편재화와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인 라에 의한 용이한 근성으로 인

해, 모바일 증강 실 애 리 이션을 한 응용 콘텐츠 활용성이 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가트 ‘사에 따르면 미국 10  신기술  하나로 일컬어지는 증강 실은 스마

트폰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함

   - ‘쥬피터리서치’는 증강 실 세계시장규모가 2010년 2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7

억3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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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강 실은 실제 세계의 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하고 정보화된 일공물로 변화시

켜, 실세계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부가 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시장 내

에서 하나의 유망분야로 인식되어가는 추세임 

 ○ 치기반 서비스는 부터 휴 화 친구 찾기, 내비게이션의 지도서비스 등 여

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최근 스마트폰의 보 이 속도로 확산

되고, 증강 실 기술이 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서비스의 활용도가 극

화 되고 있는 추세임 

 ○ 치기반 서비스 시장에 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98억달러의 시장에서 

2014년 172억 1,3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65.0%의 고 성장이 상되고 있으며, 

향후 증강 실 기술이 목됨에 따라 성장의 폭은 증가할 것으로 기 됨

※ 자료 : Global Industry Analysts. 2010. 8, Location-based Services (LBS) - Executive Summary

[ 치기반 서비스 시장 망]

 ○ 소비자 어 리 이션별 증강 실 분야의 세계 시장을 살펴보면, 체 시장은 2011

년 129.76(mil$)에서 2016년 5,064.29(mil$)으로 증가가 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08.1%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상되는 게임 분야는 2011년 

45.97(mil$)에서 연평균 115.8% 성장하여 2016년에는 2,151.59(mil$)의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악됨

   -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상되는 분야는 온라인 고 분야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37.2%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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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어 리 이션별 증강 실 세계 시장 망]

(단  : mil$)

소비자

어 리 이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11~'16)

게임 10.94 45.97 84.94 163.71 326.19 765.33 2,151,59 115.8

e러닝 3.42 14.57 25.29 42.49 62.68 91.89 173.95 64.2

GPS 35.09 49.62 69.27 109.07 199.9 456.53 1,267.81 91.2

온라인 고 4.44 19.6 39.35 83.93 188.92 492.81 1,470.94 137.2

체 53.89 129.76 218.85 399.19 777.68 1,806.57 5,064.29 108.1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11. 12, GLOBAL AUGMENTED REALITY MARKET REVENUE, BY CONSUMER 

APPLICATIONS

 ○ 안정된 증강 실 구 을 해서는 무선 로토콜 분석기, 스마트 카메라 , 동작센

서 등의 증강 실 어 리 이션 운용 구성품이 필요함

 ○ 증강 실을 통해 얻어진 용량·고품질의 정보를 효율 으로 장·검색· 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무선 로토콜 분석기 시장을 살펴보면, 2011년 6억 3,500달

러의 시장에서 2014년 7억 5,3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5.5%의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Frost & Sullivan. 2010.11, World Wireless Protocol Analyzers and Network

[무선 로토콜 분석기 시장 망]

 ○ 스마트 카메라 기반 MV 시스템은 연평균 16.9% 성장 이며, 2014년에는 14.9억달

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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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0. 6, Machine Vision: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스마트 카메라 기반 컴퓨터 상 시스템 시장 망]

 ○ 2010년 10월 Markets and Markets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작센서 시장은 

2011년 약 14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18.5% 

성장할 것으로 기 됨

   - 동작센서  증강기술과 가장 한 련이 있는 자이로스코  센서 시장을 살

펴보면, 2011년 5.1억 달러의 시장에서 연평균 14% 증가하여 2014년 7.6억 달러의 

규모로 증가가 상됨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10. 10, Global Sensors Market in Consumer Electronics  Market Forecasts 

[동작센서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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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객체 인식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객체 추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실시간 

더링 

솔루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Tangible 

인터페이스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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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

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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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

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분

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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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attern, high, respect, field, target, section, featurefeature, model, orientation, digital, 

characteristic, errorsfeatures, pixel, stored, identifying

CR_2
object, position, image, unit, pattern, gestureimage, apparatus, device, Detectionfirst, two, 

sensor, detect

CR_3
RFID, tag, presence, code, Methodscode, multiple, identificationcomponent, electronic, pair, 

wireless

CR_4

wave, generator, projection, rotation, low, hand, zone, step, velocity, photographing, 

virtual, displacement, robot, substratesection, respective, plane, frame, marker, radiation, 

magnetic, edge, focus

CR_5
light, surface, direction, areavideo, computer, user, recognition, imagingline, along, 

arranged, operationoperation, controlling, element

CR_6
gesture, command, component, pointing, measurements, wave, capacitance, read, touch, 

transpondersensing, amount, numberdisplacement, phase, parallel, changes, changed

CR_7
magnetic, electromagnetic, attached, mobile, frequency, adapted, memberfocus, lens, space, 

RFID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분야 포지션맵]

 ○ 생활형 증강 실 어 리 이션 분야는 19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

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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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plane, calculated, captured, valuesinterest, map, color, scene, sequenceobstacle, road, 

condition, regions, vision, security, probability, foreground

CR_9 unit, control, signal, first, light, cameracircuit, positioned, connected

CR_10 region, basis, generatedmodule, illumination, relatesadapted, form, mounted

CR_11 determination, pickup, specifiedpoint, program, set

CR_12
camera, moving, dataradiation, disposed, path, module, drivingmeasurements, sources, 

aspect, monitor, mapped, database, users, base

CR_13 moving, images, processing, objectselement, state, located, formed, controller, change

CR_14

target, output, distance, detector, vehicle, videodata, information, trackingspace, process, 

selected, line, circuit, sensingedge, application, single, interest, environment, 

subjectenvironment, analysis, applications, reality

CR_15

area, predetermined, time, pluralityvehicle, portion, receiving, region, pointmember, move, 

fixed, moved, screenmain, units, linear, posture, pulse, selecting, Calibration, 

collisionperson, infrared, markers, type, locations

CR_16 robot, representing, characteristics, facial, filter

CR_17 subject, correction, defined, around, parameters, navigation

CR_18 RF, receiver, reading, movable, portions

CR_19 door, opening, window, mounting, supporting, disk, alignment, picture, electron, inertial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객체 인식 엔진

특징  추출 기반 객체 인식 기술

마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상 기반 객체 인식 기술

환경 맵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

객체 추  엔진

상 인식 기반 카메라 트래킹 기술

센서 기반 치/자세 추  기술

환경 맵 기반의 치 추  기술

실시간 더링 솔루션

환경 반  기반의 객체 더링 기술

객체 특징  기반 증강 실 정합 기술

조명 반  기반의 객체 더링 기술

실시간 증강 실 상 합성 기술

Tangible 인터페이스

상 인식 기반의 제스쳐 인식 기술

센서 기반의 3차원 공간인식 기술

각 인식 기반의 사용자 명령어 인식 기술

마커 기반의 제스처 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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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니즈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객체인식 엔진

특징  추출 기반 객체 인식 기술 - - - -

마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 - - -

상 기반 객체 인식 기술 11% - - 11%

환경 맵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 - - - 11%

객체 추  엔진

상 인식 기반 카메라 트래킹 기술 11% - - 11%

센서 기반 치/자세 추  기술 22% - - 22%

환경 맵 기반의 치 추  기술 11% - - 11%

실시간 더링 

솔루션

환경 반  기반의 객체 더링 기술 11% - 11% 11%

객체 특징  기반 증강 실 정합 기술 33% - 11% 33%

조명 반  기반의 객체 더링 기술 22% - 11% 22%

실시간 증강 실 상  합성 기술 22% - 11% 22%

Tangible 

인터페이스

상 인식 기반의 제스쳐 인식 기술 11% - - 11%

센서 기반의 3차원 공간인식 기술 22% - - 22%

각인식 기반의 사용자 명령어 인식기술 22% - - 22%

마커 기반의 제스처 인식 기술 - - 11%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9기업의 결과 임.

 ○ 생활형 증강 실 애 리 이션 분야에서 ‘객체 특징  기반 증강 실 정합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가 보유하고 있으며, 33%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

라고 선택함

 ○ 조사에 응한 소기업들은 실시간 더링 솔루션 분야를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악되며 응답 비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생활형 증강 실 애 리 이션 련 기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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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모바일 SW 어 , 지능형 홈베디드시스템, 독거노인 주거활동 탐지 센서모듈,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DB구축 SW, 상처리 SW

해외 기업 소니, 마이크로소 트, NEC, 나소닉, 캐논

국내 기업

기업 KT, SK텔 콤, LG 자, 삼성 자

소기업
휴먼큐 , 지능형 홈기술, 익스트리 , 제이엠피시스템, 미래티앤씨, 앤티정보, 세 코아, 

티젠스, 유엠로직스

 ○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56%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6%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

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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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추천여부1)

객체 인식 엔진

특징  추출 기반 객체 인식 기술 특

마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특

비마커(마커리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특

환경 맵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 특

객체 추  엔진

상 인식 기반 카메라 추  기술

센서 기반 치/자세 추   실시간 동기화 기술

환경 맵 기반의 치 추  기술 특

실시간 더링 솔루션

환경 반  기반의 객체 더링 기술 특

객체 특징  기반 증강 실 정합 기술 특

실시간 증강 실 상 합성 기술 특

Tangible 인터페이스

DB서버 연동기술 특

멀티모달기반UI/UX 특

생활형증강 실 콘텐츠 작 기술 특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 요소기술

객체 인식 엔진

특징  추출 기반 객체 인식 기술

마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비마커(마커리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환경 맵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

객체 추  엔진

상 인식 기반 카메라 추  기술

센서 기반 치/자세 추   실시간 동기화 기술

환경 맵 기반의 치 추  기술

실시간 더링 솔루션

환경 반  기반의 객체 더링 기술

객체 특징  기반 증강 실 정합 기술

실시간 증강 실 상 합성 기술

Tangible 인터페이스

DB서버 연동기술

멀티모달기반UI/UX 

생활형증강 실 콘텐츠 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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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객체 

인식 

엔진

특징  추출 

기반 객체 인식 

기술

90% 인식률 

(Equal Error 

Rate)

특징  기반 단일 

객체 인식 

(80%인식률)

특징  기반 다수 

객체 인식 

(85%인식률)

특징  기반 

다수 객체 인식 

(90%인식률)

특징  

기반 다수 

객체 인식

마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95% 인식률

단일 마커 인식 

기술 (85%인식률)

멀티마커인식기술  

(90%인식률)

멀티마커인식

기술  

(95%인식률)

멀티 마커 

인식 기술

비마커(마커리스) 

기반 객체 인식 

기술

90%인식률 
특징  추출 

기술(80%인식률)

Descriptor 매칭 

기술(85%인식률)

멀티 비마커 

인식 기술(90%

인식률)

멀티 

비마커 

인식 기술

환경 맵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
90%인식률 

치센서 기반 

인식(80%인식률)

객체 특징  기반 

인식(85%인식률)

환경 맵 기반 

객체 인식(90%

인식률)

환경 맵 

기반 객체 

인식

객체 

추  

엔진

상 인식 기반 

카메라 추  

기술

>24fps 속도

카메라 상 획득 

 보정 기술 

개발(>10 fps)

실시간 트래킹 

기술 개발 (>20 

fps)

실시간 추  

추  (>24 fps)

실시간 

추  추

센서 기반 

치/자세 추  

 실시간 

동기화 기술

>30fps 속도

Seamless 센서 

정보 

연동기술개발 

(>20 fps)

실시간 트래킹 

고도화 기술 개발 

(>25 fps)

센서 기반 

실시간 동기화 

기술 (>30 fps)

센서 기반 

실시간 

동기화 

기술

환경 맵 기반의 

치 추  기술
>24fps 속도

환경 맵 생성 

기술 (>10 fps)

치 추  기술 

(>20 fps)

환경 맵 기반 

치 추  (>30 

fps)

환경 맵 

기반 치 

추

실시간

더링엔진

환경 반  

기반의 객체 

더링 기술

실시간 더링 

속도
>20fps >25fps >30fps >30fps

객체 특징  

기반 증강 실 

정합 기술

실시간 정합 

속도
>20fps >25fps >30fps >30fps

실시간 증강 실 

상 합성 기술
>24fps 속도

GPU기반 더링 

기술 (>10 fps)

실시간 더링 

최 화 기술 (>20 

fps)

>24fps >24fps

실시간 

서비스 

솔루션

DB서버 연동기술

DB 

콘텐츠와의 

실시간 연동성

연동 속도 1fps 연동 속도 5fps
연동 속도 

10fps

연동 속도 

10fps

멀티모달기반UI/

UX 

비터치 방식의 

인터페이스

2차원 손동작인식 

기반 인터페이스

3차원 손동작인식 

기반 인터페이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생활형 증강 실 

콘텐츠 작 

기술

생활 

리소스/시나

리오 편집 

지원

스크립트 기반 

리소스/편집 

지원

비주얼 API 기반 

리소스/편집 지원

스크립트/비주

얼 API 기반 

리소스/편집 

지원

생활 

리소스/시

나리오 

편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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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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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플랫폼게임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차세 랫폼게임은 스마트폰게임과 휴 용 게임기용 게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TV에서 연동되는 멀티 랫폼 연동형 게임, 아 이드기기를 기반으

로 하는 기능성게임으로 구분됨

 ○ 게임은 게임엔진과 시나리오. 사용자인터페이스, 그래픽가속엔진, 캐릭터 등으로 

구성되며 게임엔진이 하나의 제품으로 상용화되는 구성요소이나 게임엔진도 게임

사별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추세임.

 ○ 따라서 게임은 게임콘텐츠 자체가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하므로 랫폼별로 제품이 

구분되며 스마트폰게임과 기능성아 이드게임이 차세 랫폼게임으로 두됨.

 ○ 스마트폰의 오 마켓정책으로 인하여 여러 개발 집단의 참여와 함께 다양한 스마

트폰 게임이 출시 이며 시장반응이 빠른만큼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

 ○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슈 게임과 롤 잉게임(RPG)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멀

티 랫폼 연동형 게임과 치기반의 증강 실게임 등은 완성도 제고여부에 따라 

시장기회 많음.

 ○ 아 이드게임의 국내시장은 한정되어 있으나 기능성이 결합된 아 이드게임은 국

내시장의 안착을 발 으로 해외시장진출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유소년 상의 기능성 아 이드게임은 기획과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는 제품이며 

쇼핑몰을 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나. 범

 ○ (제품 분류 ) 차세 랫폼게임은 스마트폰 게임과 휴 용 게임기용 게임, 멀

티 랫폼 연동형게임, 기능성아 이드게임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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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38)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동기간 상특허 4,09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의 59.2%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6

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38)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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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5 디지털컴퓨터일반(세부사항1/00-13/00);데이터처리장비일반( 상데이터처리를 한신경회로망 619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584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신호의상호연결혹은

송G06F13/00) 
394

G06F-003

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형식으로 송된데이터를변환하는입력기구;처리장치로부터출력장치로데이터

를 송하기 한출력기구, .인터페이스기구(타이 라이터B41J;물리 변수의변환F15B5/00,G01;이미

지취득G06T1/00,G06T9/00;부호화,복호화 는부호변환일반H03M;디지털정보의 송H04L) 

164

G06F-009 로그램 제어를 한 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 제어13/10) 150

A63F-013

게임과 련된 표시를 나타내고, . 텔 비 , 스크린상에서 2차원 는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지는 자 으로  생성된 표시화상을 이용한 게임양상( 기회로는 그에 한 련 서 클래스 

참조)

97

[IPC 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와 삼극 특허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유럽의 경우는 특허출원 비 삼극 특허 비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ICROSOFT  

CORPORATION
9 19

MICROSOFT  

CORPORATION
126 22 Canon Inc. 29 0

2

Huawei  

Technologies Co., 

Ltd.

13 6 Yahoo! Inc. 64 6
Ricoh company 

ltd.
19 7

3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4 9
Cisco 

Technology,  Inc.
24 2 NEC corporation 15 0

4

SAMSUNG  

ELECTRONICS 

CO., LTD.

5 7 Motorola, Inc. 23 1 Panasonic 9 5

5 Yahoo! Inc. 6 5 Google Inc. 15 7
Mitshubishi 

electric
12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6년 피크치를 기 으로 ‘07년 41건으로 감소 한 

후 40건내외의 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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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6F-017
디지털 컴퓨  는 데이터 로세싱 장비, 방법으로서 특정 기능을 해 특히 합한 

형태의 것
205

H04L-012
데이터스 칭네트웍(기억장치들,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정보혹은다른신호의상호연

결혹은 송G06F13/00) 
111

G06F-015
디지털컴퓨터일반(세부사항1/00-13/00);데이터처리장비일반( 상데이터처리를 한신경회

로망 
50

G06F-019

특수한어 리 이션에특히 합한디지털컴퓨 는데이터처리장치 는방법(G06F17/00이

우선;행정,상업,재정,경 ,감독 는 측을목 으로하는것에특히 합한데이터처리시스템

는방법G06Q)   [6,8,2011.01]

28

G06F-009 로그램제어를 한장치, .제어장치(주변장치를 한 로그램제어13/10) 16

G06F-021

부정행 로부터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한 보안 장치(멀티 로그래  

9/46; 허가받지 않은 메모리  사용에 한 보호 12/14; 부호화된 ID카드 는 

신용카드에 의해 작동하는 지불장치 G07F 7/08; 앙국에 의해 감시되는 도난  방지 

설비 G08B 26/00; 비  는 안 한 통신 H04L 9/00;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H04L 

12/00)

13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삼성 자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에스 이 텔 콤은 34건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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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4 (주)이즈메이커 3 삼성 자(주) 46

2 자부품연구원 4 (주) 인스 리트 3 에스 이 텔 콤(주) 34

3 한국과학기술원 3 이쓰리넷(주) 3 엘지 자 (주) 28

4
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
2 (주)잉카엔트웍스 2 (주) 이티 13

5 - - (주)필링크 2
마이크로소 트

코포 이션
7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차세  랫폼게임의 구성요소   세계 기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인공지능엔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구성요소의 한국의 기술경쟁력

은 0.03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증강 실기반 엔진(1.60), 셍

체/동작인식 엔진(1.51) 등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엔진의 경우는 0.65으로 나타

나 상 인 기술활동 수 이 낮게 악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N-Screen연동게임엔진 0.93 107.27 0.98 - - -

실시간무선웹기반엔진 0.95 66.66 1.16 - - -

생채/동작인식엔진 1.44 115.06 1.10 - - 1.51

인공지능엔진 0.98 133.33 0.85 1.67 0.03 0.65

증강 실기반엔진 0.76 67.68 1.04 - - 1.6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일정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에 한 기술확보지수는 N-Screen 연동 게임엔진이 

1.15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주체의 기술확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단되어 상

으로 신규 기업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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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독 지수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생체/동작인식엔진과 N-Screen 연동 게임 

엔진이 각각 789.06, 671.46 으로 나타나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

었으며, 그 외 구성요소의 경우도 증강 실기반엔진을 제외하면 높은 수 의 기술 

독  수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N-Screen연동게임엔진 2,159 1.15 671.46

실시간무선웹기반엔진 894 0.78 485.71

생채/동작인식엔진 1,311 1.01 789.06

인공지능엔진 2,393 1.08 487.13

증강 실기반엔진 1,232 0.85 109.21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지수 기술활동지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N-Screen연동게임엔진 - -　 1.15 671.46

실시간무선웹기반엔진 - -　 0.78 485.71

생채/동작인식엔진 -　 1.51 1.01 789.06

인공지능엔진 0.04 0.66 1.08 487.13

증강 실기반엔진 - 1.60 0.85 109.21

[특허지수분석종합]

 ○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증강 실기반 엔진이 3.44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N-Screen 연동 게임엔

진은 1.30으로 낮은 수 의 소기업 합도를 기록함



콘텐츠⋅SW

- 753 -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지수 기술활동지수 Score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N-Screen연동게임엔진 1 1 1.0 2 1 1.5 1.30

실시간무선웹기반엔진 1 1 1.0 5 2 3.5 2.50

생채/동작인식엔진 1 5 2.6 2 1 1.5 1.94

인공지능엔진 2 1 1.6 2 2 2.0 1.84

증강 실기반엔진 1 5 2.6 4 4 4.0 3.44

[ 소기업 합성분석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스마트폰게임

□ 시장 니즈 1 : 어 리 이션형 게임 요구

 ○ 세계 으로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바, 치기반의 증강 실 게임

과 같은 어 리 이션형 게임에 한 시장기회가 있음.

□ 시장 니즈 2 : 사용자층의 확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2011년 7월 기 )을 넘어서면서 사용계층의 폭

이 넓어짐에 따라 계층별 선호게임이 구별되어 다양한 게임 개발이 요구됨.

□ 시장 니즈 3 : 4세 망 진입

 ○ 이동통신망도 4세 (LTE)로 진입함에 따라 용량 게임  커뮤니 이션 게임의 

개발과 이용이 용이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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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 랫폼 연동형 게임

□ 시장 니즈 1 : 태블릿 PC와 스마트 TV보  확

 ○ 디지털 TV시장이 스마트TV시장으로 환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스

마트폰 TV에서 동시에 연동되는 게임이 구 가능해지고 시장기회가 확 되고 있음

□ 시장 니즈 2 : 무선인터넷망 확산

 ○ 무선인터넷망이 확산되고 데이터 송에 한 비용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PC기반

의 온라인게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발생.

(3) 기능성 아 이드 게임

□ 시장 니즈 1 : 가족단  쇼핑여가 문화확산

 ○ 쇼핑몰이 가족단 의 고객층을 유인하기 한 다목  공간으로 발 해 나가는 가

운데 유소년층을 한 교육 인 기능성아 이드게임에 한 수요 발생

□ 시장 니즈 2 : 복합기능 요구

 ○ 터치센서와 이미지인인식, 증강 실기술, 게임기 간의 네트워트화 등이 복합 으

로 용되어 사용자의 이용 편이성과 흥미성을 제고하는 게임에 해 시장이 호

의 으로 반응하고 있음.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BCC Research에서 발행된 세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자게임 시장은 2011년 

43,210(mil$)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71,241(mil$)의 시

장으로 성장이 상됨

   - 2011년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 랫폼은 콘솔 시장인 것으로 

악되며, 향후 컴퓨터와 모바일 랫폼 게임 시장의 성장폭이 가장 큰 것으로 

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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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랫폼별 자게임 세계 시장 망]

Platform

2010년 2011년 2016년

시장규모

(mil$)

시장비

(%)

시장규모

(mil$)

시장비

(%)

시장규모

(mil$)

시장비

(%)

Console 18,200 45 19,520 45.1 28,100 39.5

Handheld 10,101 25.9 10,703 25.9 16,100 22.7

Computer 7,700 19 8,200 18.9 16,000 22.6

Mobile 4,000 10 4,300 10 10,700 15.1

Arcade 500 0.1 487 0.1 341 0.1

Total 40,501 100 43,210 100 71,241 100

※ 자료 : BCC Research. 2011.9, Electronic Games and Gaming: Global Markets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고사양의 개인 휴 형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기존의 

피처폰 기반 모바일게임 외에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게임 콘텐츠가 

증가되고 있음

 ○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어 리 이션 방식과 웹사이트 방식이 있

으며 콘텐츠 유형별로 선호되는 방식이 다른데, 게임의 경우에는 어 리 이션으

로 제공되는 비 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Markets and Markets사는 모바일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시장이 연평균 72.2% 성

장하여 2014년 253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망함 

   - 모바일 어 리 이션 게임 다운로드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2009년 기  스마트폰 

매량이 년 비 20%이상 증가한 과 어 리 이션 스토어의 이용 증가 등

에 기인한 것으로 악됨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10.8, Global Mobile Application Market (2010-2015)

[모바일 게임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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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업체들이 모바일 어 리 이션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당분간 애 과 구

이 시장의 두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체 모바일 어 리 이션 다운로드 

 78%가 애 의 IOS(앱스토어)와 구 의 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마켓)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조사됨 

 ○ 게임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수익 에서 시장을 망해 보면 2009

년 12억달러에서 2014년 47억달러로 연평균(CAGR) 31.4%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10.8, Global Mobile Application Market (2010-2015)

[모바일 게임 어 리 이션 기업 수익 망]

 ○ 스마트폰에서 콘텐츠의 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 , 애 , 이동 통신사 등 

앱스토어 운  사업자들은 향후에도 어 리 이션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상되

며, 트 터나 페이스북 등의 활성화로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게임도 성장

하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 망은 밝은 것으로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차세  랫폼게임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50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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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N-Screen 연동 

게임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실시간 무선 웹 

기반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생체/동작 인식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인공지능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증강 실기반 

엔진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차세  랫폼게임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동 략제품의 경우 구성요소별 매칭된 무역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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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이  독용 디스크의 규모가 2010년 기  수출

(57.3 Mil$), 수입(266.9 Mil$) 등인 것으로 나타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학식 매체)
- 0.43 0.68 0.54 2.13 - 29.06 21.08 17.04 26.05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 2.69 0.48 0.65 0.12 - 51.94 17.65 13.18 7.75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

억장치)

- 1.40 1.28 6.29 1.03 - 0.55 0.86 0.40 0.93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15 0.00 0.00 0.02 - 0.09 0.19 0.02 0.17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43 0.25 0.02 0.10 - 4.21 8.31 2.45 4.69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05 0.01 1.72 - 0.31 0.41 0.55 0.4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

한 것
- 1.92 1.13 0.55 0.79 - 33.29 10.06 4.39 6.52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

처리기계)

- 1.02 0.37 0.57 1.15 - 5.03 7.80 2.88 1.31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구성요소별 매칭된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특화된 품목이 5건, 수입

특화 완화된 품목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특화 완화  환 품목은 각

각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명령·테이타·

음성  상을 재생하는 것(반도체 매체) 등인 것으로 조사됨



콘텐츠⋅SW

- 759 -

 ○ 동 략제품은 정부 주도하의 집 화된 지원  육성 략을 통하여 무역역조 상

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

식 매체)
- -0.97 -0.94 -0.94 -0.85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 학식 매체)
- -0.90 -0.95 -0.91 -0.97 수입특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

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0.44 0.20 0.88 0.05 수출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

치)

- 0.29 -1.00 -0.91 -0.78 수입특화 완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 -0.82 -0.94 -0.98 -0.96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반도체 매체)
- - -0.77 -0.96 0.62 수출특화 환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 -0.89 -0.80 -0.78 -0.79 수입특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생

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 -0.66 -0.91 -0.67 -0.06 수입특화 완화

[무역특화지수 황]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차세  랫폼게임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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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card, physical, recipient, representation, field, viewer, entity, reservation, structureplatform, 

configuration, managerprofile, displayed, identifying

CR_2
device, communication, computer, first, contentprocessing, program, selected, setlayer, Inter, 

hardware, portable, cellular, function, security, scanning, target, individuals, Java, camera

CR_3

trust, Groups, recommendations, queries, item, Visualization, advertising, separation, 

simulation, scheme, element, updates, rights, pattern, threshold, installed, door, 

representations, assigned, Selfcode, machine, virtual, module

CR_4
peer, operations, serving, operate, coupled, embeddedsession, available, receiver, online, 

peers, card

CR_5

network, system, data, device, game, presentationmodule, state, comprising, memoryweb, 

well, fileagent, functionality, ID, included, outputting, metadata, automatic, host, 

synchronization, detects

CR_6
mobile, channel, services, transmitted, communications, messageaudio, digital, signalmessage, 

messages, voicesignal, location, processor

[차세  랫폼게임 분야 포지션맵]

 ○ 차세  랫폼게임 분야는 22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

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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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7 users, associated, providingsearch, member, controlled, nodes

CR_8 content, request, server, media, Service, wirelessmedia, stream, client, Rate

CR_9
reservation, manages, routing, Switch, enhanced, rules, address, MMS, RTP, layer, weather, 

biometric, sampleJava, implemented, possible, existing, periodically, authentication

CR_10
engine, subject, presented, databases, retrieve, store, relationship, reviewsreviews, review, 

rank, numerous, modules, terms

CR_11 data, real, userwireless, multi, networks, access, applicationtransfer, type, requested

CR_12
structure, generate, changing, sending, slot, revisedslot, monitors, secondary, executed, along, 

allowing, clock, switches

CR_13 packet, QoS, protocolService, transmission, packet

CR_14 application, applications, processingunit, terminal, link, code, database, transfer

CR_15
display, automatically, sameindividuals, connecting, query, created, distance, activities, 

community

CR_16 computer, systems, interface, pluralitysoftware, remote, object, display

CR_17
multimedia, source, two, parameters, software, audio, image, mobile, Dynamicaccess, 

devices, videoDynamic, requests, current, local, endarea, mode, portion, change

CR_18 configuration, platforms, model, mechanism, profile, support

CR_19 end, sources, product, interactive, delivery

CR_20 game, player, unit, power, platform, multimedia, engine, session

CR_21 power, CDMA, traffic, packets, gateway

CR_22 gateway, call, seamless, phone, area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N-Screen 연동 

게임엔진

멀티 랫폼 연동형의 데이터 가시화 처리 기술

실시간 스트리  기반의 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입출력 제어 기술

멀티 랫폼 연동을 한 시스템 컨피규 이션  게임 로 일링 기술

멀티 랫폼 연동을 한 게임 세션 매니지먼트 기술

실시간 무선 웹 

기반엔진

로그 시  스트리  기반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송 기술

서버 사이드 컴퓨  기반의 웹-모바일 연동 게임 엔진

무선 기반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 의 QoS 보장 기술

모바일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  기술

생체/동작 인식 엔진

생체 신호 획득  처리 기술

셍체신호/동작 인식 기반의 사용자 명령어 생성 기술

생체신호/동작 인식 기반의 체감형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인공지능 엔진
Rule 기반의 자율 행동 특성 반  기술

질의 응답 기반의 자율 상황 처리 기술

증강 실기반 엔진
상인식 기반 카메라 트래킹 기술

치 인식 기반 상황인지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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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N-Screen 

연동 

게임엔진

멀티 랫폼 연동형의 데이터 가시화 처리 기술 - - - -

실시간 스트리  기반의 동  멀티미디어 데이터 입출

력 제어 기술
- - - -

멀티 랫폼 연동을 한 시스템 컨피규 이션  게임 

로 일링 기술
- - - -

멀티 랫폼 연동을 한 게임 세션 매니지먼트 기술 - - - -

실시간 

무선 웹 

기반엔진

로그 시  스트리  기반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

이터 송 기술
40% - - 40%

서버 사이드 컴퓨  기반의 웹-모바일 연동 게임 엔진 50% - - 50%

무선 기반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 의 QoS 보장 

기술
40% - - 40%

모바일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  기술 80% - - 80%

생체/동작 

인식 엔진

생체 신호 획득  처리 기술 - - - -

셍체신호/동작 인식 기반의 사용자 명령어 생성 기술 - - - -

생체신호/동작 인식 기반의 체감형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10% - - 10%

인공지능 

엔진

Rule 기반의 자율 행동 특성  반  기술 10% - - 10%

질의 응답 기반의 자율 상황 처리 기술 - - - -

증강 실기

반 엔진

상인식 기반 카메라 트래킹 기술 10% - - 10%

치 인식 기반 상황인지 처리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 차세 렛폼 게임 분야에서 ‘모바일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  기술’은 설문 응

답 기업 가운데 80%가 보유하고 있으며, 8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

택함

   - 그 외 ‘서버 사이드 컴퓨  기반의 웹-모바일 연동 게임 엔진’은 보유기술(50%), 

소기업형 기술(50%), 라고 응답하 으며, ‘ 로그 시  스트리  기반의 실시간  멀

티미디어 데이터 송 기술’역시 보유 기술(40%), 소기업형 기술(40%), 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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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차세 렛폼 게임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핸드폰어 , 게임소 트웨어, 모바일게임소 트웨어, 온라인게임, 게임컨텐츠  

해외 기업
MICROSOFT  CORPORATION, Huawei  Technologies, Google, Koninklijke  Philips, 

Ricoh company,  NEC corporation, Canon, Panasonic, Mitshubishi electric, Yahoo!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에스 이 텔 콤, 엘지 자, 이티

소기업
가교테크, 와 소 트, 즐게임, 니즈커뮤니 이션스, 엠티오소 트, 한얼엠에스티, 시드모바일

피엔제이, 모아지오, 씨에이치게임즈, 이즈메이커, 인스 리트, 이쓰리넷, 잉카엔트웍스, 필링크 

 ○ 차세 렛폼 게임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체 기업

이 S/W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소기업의 60%는 

공  사슬상 2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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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추천여부1)

N-Screen 연동 

게임엔진/실시간 

무선 웹 기반엔진

멀티 랫폼 연동형의 데이터 랜더링 동기화 기술

실시간 스트리  기반의 동  멀티모달 데이터 입출력 제어 기술

멀티 랫폼 연동을 한 게임 세션 매니지먼트 기술 특

인지기술 엔진
인지 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 특

멀티모달 기반의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특

인공지능 엔진 Rule 기반의 자율 상황 처리기술 특

증강 실기반 엔진 치인식기반 게임상황 연계기술 특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N-Screen 연동 

게임엔진/실시간 무선 웹 

기반엔진

멀티 랫폼 연동형의 데이터 랜더링 동기화 기술

실시간 스트리  기반의 동  멀티모달 데이터 입출력 제어 기술

멀티 랫폼 연동을 한 게임 세션 매니지먼트 기술

인지기술 엔진
인지 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

멀티모달 기반의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증강 실기반 엔진 치인식기반 게임상황 연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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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요소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Screen 연동 

게임엔진

/실시간 무선 

웹 기반엔진

멀티 랫폼 연동형의 

데이터 랜더링 동기화 기술

이기종단말기에서

도 상호간 

공유 이가 

가능한 랜더링기술 

HTML기반 

게임데이터 

구조화 

표 /동  

데이터 단말기 

용기술

단말기 성능 

용형 동  

변형/HTML5 

기반 WebApp

　

단말기 성능 

용형 

동  변형 

HTML 5기반 

WebApp

실시간 스트리  기반의 

동  멀티모달 데이터 

입출력 제어 기술

사용자 콘텍스트가 

반 되도록 

오디오/이미지/동

상 등 멀티모덜 

데이터를 스트리  

처리함

게임배경과 

업로드 데이터의 

혼합에 강인한 

동  데이터 

리/업로드 

멀티모덜

데이터의 

Segmentation을  

반 한 게임로직 

동  변화

　 　

 게임배경과 

업로드 데이터의 

혼합에 강인한 

동  게이

데이터 리 

업로드 멀티모덜

데이터의  

Segmentation을 

반 한 게임로직 

동  변화

멀티 랫폼 연동을 한 

게임 세션 매니지먼트 기술

LTE/WiFi 등 다양한 달망 특성을 

반 하여 세션 이 안정 운 을 

보장함

게임데이터 

스트리   

QOS/이종 

네트워크간 

이벤트 동기화

시스템통합 

 용 

제품

게임데이터 

스트리  QOS

이종 네트워크간 

이벤트 동기화

인지기술 엔진

인지 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

뇌 /근 도/안구

운동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를 

처리  활용

콘텐츠/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시스템 

로토타입

비정형 인체 

신호 취득  

해석

장애자 

지원 

용 제품

비정형 인체 

신호 취득  

해석

장애자 지원 

용 제품

멀티모달 기반의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키보드/마우스/안

구운동/동작/음성 

등 멀티모덜 

입력을 통합하여 

처리하여 

체감형게임에 활용

　

멀티모달명령어

모델링  

모덜간 상호융합 

응용도메인 

용 

서비스 

제품

멀티모덜 명령어 

모델링  

모덜간 상호융합  

응용도메인 용 

서비스 제품

증강 실기반 

엔진

치인식기반 게임상황 

연계기술

아웃도어에서 

지리정보와 

게임로직을 연계

스마트디바이스 

기반 2D 혹은 

3D 지도와 

아이템, CG 등을 

게임로직 내에서 

연계

　 　

스마트디바이스 

기반 2D 혹은 

3D 지도와 

아이템, CG 등을 

게임로직 내에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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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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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나노융합

- 탄소나노소재

- 금속나노잉크

- 산화물 나노입자

- 다공성 멤부레인

- 나노세공체

- 나노탄소복합소재

- 나노입자 복합소재

- 나노다층(복합) 필름

- 나노섬유복합소재

- 생활(바이오)응용 나노복합체





신소재나노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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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소재

1. 개요

가. 정의 

 ○ 탄소나노소재란 러 , 탄소나노튜   탄소나노와이어, 그래핀 등 0차원, 1차원 

 2차원의 탄소소재를 말함.

 

 ○ 최근 유연하고(flexible) 이동이 용이하고(portable) 입을 수 있고(wearable) 을 수 

있는(stretchable) 기능이 자제품의 새로운 트 드가 됨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나

타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탄소나노소재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탄소나노튜 는 각종 자소자, 센서, 복합재료 등에 응용하기 하여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왔음. 항공기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 등으로의 응용 가능성이 

높은 탄소섬유는 재 상업화 단계에 있음.

 ○ 최근에는 고집  자소자, 유연한 투명소자, 이차 지용 극, 슈퍼캐패시터 등으

로의 응용 가능성이 규명되고 있는 그래핀에 한 연구개발이 증하고 있음.

나. 범

 ○ (제품 분류 ) 탄소나노소재는 소재 자체의 구조에 따라 0차원, 1차원, 2차원 

탄소소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러 , 탄소나노튜 , 탄소나노와이어, 나노 필라멘

트, 그래핀 등을 포함함. 

[탄소나노소재의 분류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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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공 망 기 으로 탄소나노소재는 나노튜 , 나노와이어, 그래핀 등

의 원소재와 용도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거나 매 등을 코 한 가공소재로 분류할 

수 있음. 탄소나노소재의 주요 활용 분야로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수소 장소재, 2

차 지용 극소재, 연료 지용 극소재 등이 있고 모듈 분야에서는 센서, 자소

자, 디스 이 등이 있음.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탄소나노소재)]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탄소나노소재

원소재 - 러 , 탄소나노튜 , 탄소나노와이어, 그래핀

가공소재 - 표면처리제품, 매코 제품 등

응용제품

- 수소 장소재, 2차 지용 극소재, 연료 지용 극소재, 

- 탄소나노튜  센서, 터치패 , 반도체집 소자, 유연 디스 이

- 경량 복합소재

 ⇒ 따라서, 탄소나노소재의 범 는 

   - 탄소나노튜 , 탄소나노와이어, 그래핀 등을 포함하는 역이며,

   - 공 망 기 으로 탄소 나노 원소재와 가공 소재를 포함하며, 

   - 기술 으로는 제조  양산 기술, 표면처리  표면개질 기술, 분산 기술 등을 포

함함.

2. 기술(특허) 분석39)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상특허 2,458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 41%로 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음. 

39)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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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82B-003
개별단 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543

C01B-031
비 속 원소; 그 화합물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무기화합물 는 요소의 비를 한 효소

사용 는 발효 과정
360

D01F-009
인조필라멘트, 사, 섬유,  강모, 는 리본의 제조에 있어서 화학  특징을 가지는 것; 탄

소 필라멘트 제조에 특히 합한 장치
158

C08K-003 무기 는 비고분자 유기 물질의 배합 성분으로서의 사용 103

C23C-016
속재료의 피복; 속 피복재료; 표면 확산, 화학   환 는 치환에 의한 속재료의 

표면처리
71

B82B-001
개별단 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그의 취  는 제조
56

[IPC 분류별 황]

 ○ 해외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 자가 유럽, 미국, 일본에서 강세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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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Nantero. 6 2

Tsinghua  

University|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d.

66 2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16 0

2
Samsung SDI 

Co., Ltd.
0 7

Samsung Electronics 

Co., Ltd.
28 0

Samsung Electronics 

Co., Ltd.
16 0

3

SAMSUNG 

ELECTRONICS 

CO., LTD.

2 4 Nantero,. 21 0
Samsung SDI Co., 

Ltd.
12 0

4

EASTMAN 

KODAK 

COMPANY

0 6
Lockheed Martin 

Corporation
17 0 Kingsoft 10 0

5
FUJI XEROX 

CO., LTD.
0 6

William Marsh Rice 

University
14 0 NEC Corporation 9 0

(2) 국내동향

 ○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격히 증가하여 최

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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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82B-003
개별 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 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에 

의한 나노 구조의 제조 는 처리
503

B82B-001
개별 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 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41

C01B-031
비 속원소; 그화합물(이산화탄소를제외한무기화합물 는요소의 비를 한효소사용

는발효과정 
41

H01L-021 반도체 장치;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기  고체  장치 10

H01B-001 이블; 도체; 연체; 도 성, 연성 는 유 성  특성에 한 재료의 선택 8

H01L-029 반도체장치/정류, 증폭, 발진 는 스 칭에 합한 장치 8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인 세메스와 삼성 자가 각각 86, 35건으로 출

원 활동이 가장 활발하 고, 학/연구기 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35건으로 가

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과학기술원 35 (주)  나노텍|이택수 3 세메스 주식회사 86

2
고려 학교 

산학 력단
17 일진나노텍 주식회사 3 삼성 자주식회사 35

3
서울 학교

산학 력단
16

어 라이드 나노테크 

홀딩스, 인크.
3 아르끄마 랑스 8

4
한양 학교 

산학 력단
15 주식회사 나노솔루션 3 주식회사 효성 4

5
성균 학교

산학 력단
14 주식회사 제이오 3

호석유화학 

주식회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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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러 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22인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는 평균 0.93으로 체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그래핀

은  세계 비 기술활동도가 0.67으로 구성요소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탄소나노튜 1.64  1,311.14 0.82 1.83 0.13 0.94 

그래핀 1.43 251.89 1.68 1.19 0.10 0.67 

러 1.00 183.00 1.15 1.00 0.22 0.78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그래핀(1.26), 탄소나노튜  

(1.10), 러 (1.00)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그래핀이 1,758건으로 높게 나타남

 ○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가지 구성요소  러 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러 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의 기술독 지수는 평균 202로 체 으로 특허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탄소나노튜 6,927 1.10 251.03 

그래핀 1,758 1.26 154.64 

러 1,447 1.00 639.61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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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탄소나노튜 0.13 0.94 1.10 251.03 

그래핀 0.10 0.67 1.26 154.64 

러 0.22 0.78 1.00 639.61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탄소나노소재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러 이 3.88으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러 이 5 으로 높은 수를 받았으며, 기술활동지수는 탄소

나노튜 를 제외하고 모두 1 으로 나타남

   - 기술확보지수는 모두 2  미만이며, 기술독 지수는 모두 3  미만임. 러 은 

높은 기술독 도를 보여 출원 기업에 특허가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탄소나노

튜
4 3 3.6 2 2 2 2.64

그래핀 3 1 2.2 1 3 2 2.08

러 5 1 3.4 2 1 1.5 2.2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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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 니즈 1 : 가(low cost) 탄소 원소재  생산 공정

 ○ 탄소나노튜 의 경우 량생산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생산단가가 지속

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SWNT와 MWNT의 선별  합성, 반도성과 

속성 나노튜 의 분리 정제 등의 상업 인 공정기술이 확보되어야 탄소나노튜

의 산업  응용이 활성화될 수 있음

 ○ 탄소나노와이어의 경우 이미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보다 가의 

수 이 용이한 원료를 사용한 생산기술 개발이 주요 심사임

 ○ 그래핀은 가장 단순한 흑연 박리법을 이용한 제조법이 리 이용되어왔으나 상업

 이용을 해서는 값싸게 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 인 제조법의 개발이 

필수 임. 경제  제조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은 유기합성법, 화학기상증착법, 

에피탁시성장법 등이 있으며 상업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함

□ 고유가에 따른 항공기  자동차 경량화 수요 증

 → 시장 니즈 2 : 탄소나노섬유 양산 기술 확보

 ○ 탄소섬유의 경량, 고강도 특성으로 인하여 건재, 콘크리트 구조물․내진 보강 등의 

토목․건축분야, 압축 천연가스 장(CNG) 탱크, 풍력 발 용 블 이드, 원심 분

리 로터, 라이 휠 등의 체 에 지 분야, 선박, 자동차 등의 고속 운송기기분야, 

해양 개발․심해  유  채굴분야, 기기의 고성능화, 의료 복지 기기, 기 도 

용도, 내열 용도, 스포츠 용품분야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한 수요가 차 

증가할 망 

 ○ 재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탄소나노소재의 국방  항공용 재료로의 

요성을 인식하고 수출 규제를 실시하여 략 무기화하는 추세임. 고부가가치 산업

용 섬유소재의 기 기술  사업화 기반을 확보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섬

유소재를 국산화하고 국내 탄소섬유 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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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원료로부터 탄소섬유를 량 생산할 경우 부가가치

가 높고, 항공우주산업 등의 미래 산업을 한 기술축 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망

한 수출 략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능의 정보 자 제품 출

 → 시장 니즈 3 : 탄소소재를 이용한 유연, 투명 소자 

 ○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통한 반도체 특성 향상으로 빠른 응답 속도를 구 할 수 있

고 우수한 열  특성으로 인하여 실리콘의 열  한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핀의 탁월한 기 , 학 , 기계  특성을 활용한 유연 디스 이, 고속 

트랜지스터, 차세  지, 경량 소재, 방열소재 등의 개발이 증할 것으로 상

 ○ 재 사용되고 있는 ITO 투명 극의 경우 유연성이 부족하고 원료 물질의 수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핀의 탁월한 투과도, 기 도도, 유연성을 이

용하여 유연 투명 극으로 응용할 경우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

□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

 → 시장 니즈 4 :  탄소소재 응용기술

 ○ 시장형성이 가장 빠른 제품은 항공기, 자동차용 경량 탄소나노섬유 복합소재 분야

이며, 다음으로 시장형성이 기 되는 분야는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복합소재  

투명소자임. 그래핀은 장기 으로 시장형성이 상되는 분야로 략 2020년 후

로 다양한 응용부품 시장이 확 될 것으로 상

 ○ 다양한 용도와 분야에 맞는 탄소나노소재를 개발하기 해 양산, 표면처리, 물성평

가 등과 련된 다양한 응용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요인 Needs

-  가격 경쟁력 요구

- 고유가에 따른 항공기  자동차 경량화 수요 증

- 새로운 기능의 정보 자 제품 출

-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

⇒

-  가 탄소 원소재  생산공정

- 탄소나노섬유 양산기술

- 탄소소재를 이용한 유연, 투명 소자

- 탄소소재 응용기술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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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탄소나노튜

 ○ 2011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탄소나노튜 에 한 세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4백만달러에서 2014년 1,053백만달러로 연평균(CAGR) 58.9%로 큰 폭의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1. 1, 2010 Nanotechnology Research Review

[탄소나노튜  시장 망] 

 ○ 탄소나노튜 가 최근 핵심소재로 부상하면서 그 응용시장도 빠르게 확 되고 있

는 추세임. 일반 가 제품 방열소재, 투명 극, 터치스크린 등 응용범 도 차 넓

어지며 시장 규모가 격히 커지고 있음

 ○ 최근 가장 먼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핵심 방열 소재 분야로 LG, 삼성에

서는 PDP외에 LCD에도 탄소나노튜 를 용하고 있으며, 삼성 기는 탄소나노튜

를 활용해 부품수를 획기 으로 인 LED조명연구를 진행 임 

 ○ 한 방지용 나노복합소재를 심으로 시장이 확 되고 있으며, 방열 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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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분야에서 사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임. 이 분야는 다수의 기업이 심을 

가지고 있어 가격, 분산기술, 표 화 인체유해성 등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시

장 확 가 더욱 가속화 될 망임 

 ○ 탄소나노튜 는 구조와 종류에 따라 강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성이 다르므로 시

장에서의 수요와 성장률 한 다르게 망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1. 1, 2010 Nanotechnology Research Review

[탄소나노튜  시장 망] 

 ○ 2011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SWNT 세계 시장은 2011년 1백

만 달러에서 2014년 125달러로 연평균 372%의 큰 폭의 성장이 망되고 있으며, 

MWNT는 2011년 246백만달러에서 2014년 865백만달러로 연평균 53%로 비교  

큰 폭의 성장이 상되고 있음. 

□ 그래핀

 ○ 그래핀은 하를 충 할 때 고용량을 빠르게 충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리

튬이온 2차 지의 음극재료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재 반도체, 태양 지를 비롯한 

산업에서는 그래핀을 차세  체물질로 주목하고 있음. 그래핀의 높은 열 도성을 

이용하여 자기기  부품 등에 열 방출 소재로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 

 ○ 투명 극 시장에서도 사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임. 그래핀 투명 극은 태양 지, 배

터리, 터치스크린, LCD, 구부릴 수 있는 자종이·디스 이 등에 활용될 수 있

어 삼성 자를 심으로 산·학 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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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1. 02, 2010 Graphene: Technologies, Applications, and Markets

[그래핀 기술 응용 제품 시장] 

 ○ BCC Research의 그래핀 기술 응용 제품 세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커패시터(콘덴

서)의 경우 2009년 26백만달러에서 2014년 340백만달러로 연평균 67.2%의 큰 성장

률로 성장할 것으로 상됨. 그래핀 응용제품 세계 시장은 2011년 재 168백만 

달러에서 2014년 675백만달러로 연평균 58.7%성장할 것으로 상됨 

 ○ 이와 같이 그래핀의 뛰어난 이동도  투과성, 방열특성 등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

치가 있지만, 제조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핀을 도입함으로써 설비투자 등 투

자부담이 상당할 수 있음. 그래핀 도입으로 기업들은 포토공정에 사용 던 수백억

원의 이머  장비와 에피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장비도 모두 교체해야만 하

는 부담이 있으므로, 그래핀 성장의 신뢰성  수익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측됨. 

□ 러

 ○ 2011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9만달러에서 2014

년 50만달러로 연평균 37.9%의 격한 성장이 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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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0.1, Nano composites, Nano particles, Nano clays

[ 러  시장] 

 ○ 러 은 탄소나노튜 와 함께 나노재료의 표  물질로, 응용분야가 다양함. 특

히 재는 스포츠용품을 심으로 한 각종 첨가제로서 주로 응용되고 있음. 한 

에 지 분야, 기 자분야, 의료분야 등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

후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러 은 생명공학과 의학 분야로의 응용가능

성도 높은 새로운 탄소 나노 물질로 독특한 특성을 개선시키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 무역 황 분석

□ 탄소나노소재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 탄소나노소재의 수출 품목은 3가지 구성요소 모두 ‘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로 품

목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동 분야에서는 구성요소별 분석을 제외함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탄소나노튜 (CNT)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03.00-9090

그래핀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03.00-9090

러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03.00-9090

[탄소나노소재 무역부문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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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는 2006년을 기 으로 2009년까지 수입규모가 감소하는 추

세 으나, 2010년에 들어 년 비 수입규모가 약 10배 증가함(2.55(2006년) → 

1.68(2008년) → 5.56(2010년))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9 3.41 2.11 8.69 3.53 2.55 1.44 1.68 0.54 5.5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카본블랙은 제외한 탄소는 수입 특화 분야로 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

화 분야는 나타지 않음

   -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06년을 기 으로 2009년까지 수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으나, 2010년에 들어 수입특화분야로 환됨 (0.06(2006년) → 0.11(2008년) → 

-0.22(2010년)) 

품목코드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입 추이

기타

(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0.06 0.41 0.11 0.88 -0.22 수입 특화 환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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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element, elements, channel, output, memorychannel, switching, control

CR_2 nano, particles, composite, structuressingle, Disclosed, highcomposite, matrix, materials

CR_3 metal, catalyst, singleapparatus, system, thermal

CR_4

ignition, interspersed, combustion, SWCNTs, SWCNT, Cleaning, nanoentity, tank, simplified, energetic, 

hook, nanoclay, bacterialstructure, form, surface, methodsline, grow, atoms, nanowire, typecomposition, 

compositions, nanoparticles, phase, heat, organicorganic, solvent, mixture, group, groupsEmbodiments, 

both, low, basednanocarbon, hydrocarbon, added, silica, finegrains, nanocrystalline, micrometers, epoxy, 

radical, slurry, Dispersant, mat, band, impact, Mesoporous, zone, dots, frame, sheet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탄소나노소재 분야 포지션맵 작성 

[탄소나노소재 분야 포지션맵]

 ○ 탄소나노소재 분야는 25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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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5

surface, forming, samearray, providing, pluralityfeature, flexible, planar, nanostructure, 

incorporatingcarbonaceous, reactor, dopant, nitrogen, bulk, Thusfullerene, hydrogen, step, polymers, particle, 

article, clay, switch, buffermagnetic, techniques, new, molecular, fiber, storagematerial, structure, electrode

CR_6 semiconductor, region, electricporous, conducting, nanostructures

CR_7
carbide, synthesizing, environment, protective, nanofibers, nanocarbon, thermallycarbon, nanotube, 

nanotubes, layer, nanocomposite, fullerene

CR_8 liquid, coating, sensor, top, CNTsportion, end, contact

CR_9 article, fabric, certain, probe, magneticstructures, fabricating, apparatus

CR_10 probe, tip, force, base, chambernanocomposite, polymer, metal, CNT, element

CR_11 graphite, graphene, binder, emittingdischarge, laser, sources, rate, nanoscale, graphite, characterized

CR_12 nanowire, self, crystal, silicontransmission, electronics, nanowires, adhesive, negative

CR_13 probe, tip, force, base, chamber, probe, tip, force, base, chamber

CR_14 nanocomposite, polymer, metal, CNT, element, graphite, graphene, binder, emitting

CR_15
discharge, laser, sources, rate, nanoscale, graphite, characterized, nanowire, self, crystal, silicon, 

transmission, electronics, nanowires, adhesive, negative

CR_16 layer, formed, substrate, one, material

CR_17 CNT, emission, film, array, gate, nano

CR_18 memory, cell, semiconductor, signal, liquid, composition

CR_19 particles, temperature, producing, solution

CR_20 elements, circuit, disposed

CR_21 output, input, circuits, node

CR_22 heat, resulting, resistance, conductivity, reaction

CR_23 nanoscale, specific, mass, electromagnetic, target

CR_24 main, oil, partial, finally, optional, maximum, bearing, stimulation, nanofiller

CR_25 trace, extent, nanofabric, patch, width, sense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탄소나노튜 (CNT)

반도체 소자용 탄소나노튜  소재 개발 기술

투명 극용 CNT 제조 기술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박막기술 개발

로  카드용 CNT 제조 기술

계 방출 소자용 CNT 제조 기술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계효과소자용 투명 게이트 극제조  계효과소자 제조 기술

CNT 페이스트 제조 기술

CNT 분산 기술

그래핀

그래핀 소재  양산기술 개발 기술

그래핀 양산기술 개발

그래핀을 이용한 투명 극 개발 기술

그래핀 베이스 도성 투명 박막 제조 기술

발열소자용 그래핀 그라 이트 시트 제조 기술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리스탠딩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제조 기술

흑연 박리 그래핀 나노분말 분산 도성 코 액 개발

그래핀 분산 폴리머 수지를 이용한 경량 발열소재 개발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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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러

투명 극용 러  제조 기술

이차 지 극용 러  양산 기술

러  기반 이차 지 극 제조 기술

속수소화물 표면코  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
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
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탄소나노

튜 (CNT)

반도체 소자용 탄소나노튜  소재 개발 기술 14% - - 14%

투명 극용 CNT 제조 기술 - - - -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박막기술 개발 14% - - 14%

로  카드용 CNT 제조 기술 - - - --

계 방출 소자용  CNT 제조 기술 - - - -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계효과소자용 투명 게이트 극제조  계효과소자 

제조 기술
14% - - 14%

CNT 페이스트 제조 기술 - - - -　

CNT 분산 기술 - - - -　

그래핀

그래핀 소재  양산기술 개발 기술 - - - -　

그래핀 양산기술 개발 - - - -　

그래핀을 이용한  투명 극 개발 기술 14% - - 14%

그래핀 베이스 도성  투명 박막 제조 기술 14% - - 14%

발열소자용 그래핀 그라 이트 시트 제조 기술 - - - -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리스탠딩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제조 기술 - - - -　

흑연 박리 그래핀 나노분말 분산 도성 코 액 개발 - - - -　

그래핀 분산 폴리머 수지를 이용한 경량 발열소재 개발 - - - 　-

러

투명 극용 러  제조 기술 14% - - 14%

이차 지 극용 러  양산 기술 29% - - 29%

러  기반 이차 지 극 제조 기술 　- - 　-

속수소화물 표면코  기술 14% - - 14%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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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나노소재 분야에서 ‘이차 지 극용 러  양산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

운데 29%가 보유하고 있으며, 29%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그래핀을 이용한 투명 극 개발 기술’은 보유 기술(14%), 소기업형 기술

(14%)라고 응답하 으며, ‘투명 극용 러  제조 기술’은 보유 기술(14%), 소

기업형 기술(14%)로 답변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탄소나노소재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악기용 학 즈용 크리 , 선박엔진부품, 탄소나노튜 , 화학제품, 모바일 소 트웨어, 고 도 탄소

재, 나노 탄소융합소재, 고분자 수지

해외 기업 Nantero, EASTMAN KODAK COMPANY, FUJI XEROX, Lockheed Martin 

국내 기업

기업 한화 미칼, 삼성SDI, 삼성 기, 호석유화학, 효성  

소기업
비코, 메스티엑스메탈, 한국마스 , 오투모바일 소 트웨어, 삼 엠텍, 나노미래, 도 이첨단소재, 나

노솔루션, 코리아TMT, 삼 기계, 나노엔솔린, 아시아정보테크, 극동씰테크 

 ○ 탄소나노소재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탄소매트라고 응답한 기업이 14%인 것으로 나

타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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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탄소나노튜

(CNT)

반도체 소자용 탄소나노튜  소재 개발 기술 특

탄소나노튜  박막기술 개발

투명 게이트 극  계효과소자 제조 기술

CNT 분산  페이스트 제조 기술

그래핀

그래핀 소재  양산기술 개발 기술 특

그래핀 베이스 도성 투명 박막 제조 기술 특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제조 기술

그래핀 나노분말 분산 도성 코 액 개발 기술

러
러  양산기술

러  기반 지제조기술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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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탄소나노튜 (CNT)

반도체소자용 탄소나노튜  소재개발 기술

탄소나노튜  박막기술

투명게이트 극  계효과소자 제조기술

CNT 분산  페이스트 제조기술

그래핀

그래핀 소재  양산기술

그래핀 베이스 도성 투명 박막 제조기술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제조기술

그래핀 나노분말 분산 도성 코 액 개발 기술

러
러  양산기술

러 기반 지제조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탄소나노소재)]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탄소나노튜 (

CNT)

반도체소자용 

탄소나노튜  

소재개발 기술

on/off 비 1000 이상

mobility 10,000 이상

속성/반도체성 

나노튜  선별 성장 

기술

속성/반도체성 

나노튜  분리 정제 

기술

나노튜 소재 

반도체 성능 

최 화  

평가기술

나도체성 나노튜  

선별 성장, 정제 

기술 개발

탄소나노튜  

박막기술

uniformity 확보

기 도도

탄소나노튜  성장 

기술

탄소나노튜  

정향기술

나노튜  박막 

최 화  

평가기술

균일 나노튜  

박막 제어 기술 

개발

투명게이트 극 

 계효과소자 

제조기술

응답속도 < 50 ns

mobility > 10,000 

나노튜  투명 극 

제조기술

나노 FET 소자 

제조기술

소자 특성 최 화 

기술

나노튜  자소자 

제작 기술

CNT 분산  

페이스트 

제조기술

분산안정성

기질 착성
나노튜  분산기술

나노튜  분산체 

안정화 기술

나노튜  페이스트 

제어 기술

나노튜  균일 

분산 페이스트 

제조 기술

그래핀

그래핀 소재  

양산기술
기 도도 > 6 X 10

5
 (Ω cm)

-1
그래핀 합성 기술

그래핀 박막 두께 

조작 기술

그래핀 소재 평가 

 최 화 기술

두께가 조 된 

그래핀 양산 합성 

기술

그래핀 베이스 

도성 투명 박막 

제조기술

표면 항 < 30Ω/sq. cm 

투과율 90 % 이상

그래핀 투명박막 

제조기술

그래핀 박막 도성 

향상 기술

도성 투명박막 

평가  최 화 

기술

그래핀 베이스 

고 도성 투명박막 

개발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제조기술

그래핀-고분자 착성 

Young's Modulus > 400 GPa 

그래핀-고분자 

합성기술

그래핀-고분자 

복합화 기술

그래핀-고분자 

복합필름 특성 

최 화 기술

소기능 

그래핀-고분자 

복합체 개발

그래핀 나노분말 

분산 도성 

코 액 개발 기술

그래핀 분산기술

나노그래핀 특성 제어
그래핀 분산기술

그래핀 분산액 

도성 향상 기술

그래핀 분산 

코 액 개발 기술

나노그래핀 분산 

도성 코  기술 

개발

러

러  양산기술 량 생산 기술 > kg/hr 러  합성 기술
러  량 생산 

기술 개발

가 러  

생산기술 개발

가 러  양산 

기술

러 기반 

지제조기술
면  > 10 inch.

2 러  기반 

극제조 기술

러  기반 

태양 지 기술 개발

러  기반 

이차 지 극 

제조 기술

러  기반 

태양 지, 

이차 지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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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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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나노잉크

1. 개요

가. 정의 

 ○ 속 나노잉크란 속 나노입자, 속 나노와이어 등의 속 나노소재를 여러 가

지 유기용매, 각종 첨가제, 유기 바인더 등이 혼합된 혼합 용매에 분산시켜 만든 

소재를 지칭함.

 

 ○ 속 나노잉크는 코 용 혹은 인쇄용으로 활용되며, 인쇄용의 경우 구체 으로 잉

크젯 인쇄 공정, 오 셋 인쇄 공정, 스크린 인쇄 공정 등에 사용됨.

 

 ○ 재 속 나노잉크는 아직 상업화 기 단계로 시장 규모가 미미한 편임. 그러나 

재 디스 이, 태양 지 등 여러 가지 기 자 소자의 극과 반사  형성에 

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 범 가 크게 확 될 것이 기 되어 이에 한 기

술개발 지원이 필요함. 

나. 범

 ○ (제품 분류 ) 속 나노잉크를 응용 분야에 따라 분류하면, Display용 극 잉

크, RFID용 극 잉크, 태양 지용 극 잉크, 투명 극용 극 잉크 등을 포함한 

극소재용 잉크가 부분이며, 반사  형성을 한 속 잉크도 있음. 한 소재 

분류 에서 살펴보면, 모든 속 나노소재를 모두 포함하나 재 은 나노소재가 

상업화에 가장 앞서 있으며 이를 체하는 구리, 니  등의 이 속과 , 백  

등의 바이오센서에 사용되는 소재도 포함함. 속 나노잉크의 도에 따라서는 

도(~10,000cps 이하)의 유동성을 가지는 잉크와 고 도용 잉크로 구분할 수 있음. 

 ○ (공 망 ) 공 망 에서 살펴보면, 속 나노입자, 속 나노와이어 등 속 

나노 원소재와 이를 분산 용매에 분산시켜 만든 속 나노잉크 역을 모두 포함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속 나노잉크

원소재 - 구리, 니 , , 은, 백  등의 속 나노분말

가공소재 - 속 나노잉크, 슬러리, 페이스트 등

응용제품

- Display용 극 잉크, RFID용 극 잉크, 태양 지용 극

 잉크, 투명 극용 극 잉크 

- 반사  형성을 한 속 잉크



신소재나노융합

- 791 -

[ 속 나노잉크 분류 의 범 ]

 ⇒ 따라서, 속 나노잉크의 범 는 

   - Display용 극 잉크, RFID용 극 잉크, 태양 지용 극 잉크, 투명 극용 극 

잉크 등을 포함한 극소재용 잉크와 반사  형성을 한 속 잉크를 포함하는 

역이며,

   - 공 망 기 으로 원소재인 속 나노 분말과 이를 분산 용매에 분산시킨 잉크, 슬

러리, 페이스트 등을 포함하며, 

   - 기술 으로는 제조  양산 기술, 표면처리  표면개질 기술, 분산 기술, 입도  

입형 제어 기술 등을 포함함.

2. 기술(특허) 분석40)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속나노잉크 분야의 상특허 3,82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이 체 65.2%로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한국의 경우도 꾸 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부터 미국과 유럽에 비해 출원 활

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40)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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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09D-011 무기  물질을 기재로 하는 피복 조성물 . 페인트, 바니시 는 락카 869

B41M-005 복제 는 마킹 방법 그것에 사용하는 시트 재료(감 제를 사용하는 것; 송사진, 자기사진) 286

B41J-002
인쇄 는 마킹(marking) 방법을 실시하는데 특징이 있는 타이  라이터 는 선택  인쇄 기구

(활자 는 형틀의 장착, 배열 는 배치 
207

H01B-001
도 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도체 는 도 물체; 도체로서의 재료의 선택(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도 는 극 온의 도체, 이블 는 송선로   
178

H05K-003
인쇄회로를 제조하기 한 장치 는 방법(표면구조 는 모양을 작동하는 사진제  그를 한 재

료 는 원고, 그를 해 특히 합한 장치, 반도체 장치의 제조를 포함하는 것)
117

C09B-067
화학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 컨  용제 처리에 의한 염료의 물리  특성, 를 들어 염색성 

는 날염성의 향 염료화의 공정  특징, 특정 물리  특성을 가진 염료 
71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보면, 일본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소재나노융합

- 793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AINT-GOBAIN  

GLASS FRANCE
2 12

Murata  

Manufacturing Co. 

Ltd.

22 3
Seiko  Epson 

Corporation
221 33

2
Sumitomo Chemical 

Company,  Limited
0 11

FUJIFILM 

Corporation
12 6 Canon 146 24

3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2 8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5 10 FUJIFILM Corporation 114 21

4
Ciba Specialty 

Chemicals  Holding 
2 5

Idemitsu Kosan Co., 

Ltd.
9 5 FUJIFILM Holdings 75 11

5

CLARIANT 

INTERNATIONAL 

LTD.

5 2

SUMITOMO 

CHEMICAL 

COMPANY,  

LIMITED

6 7
Toyo Ink SC Holdings 

Company,  Limited
70 5

(2) 국내동향

 ○ 속나노잉크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0년부터 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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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09D-011 무기 물질을 기재로 하는 피복 조성물 193

H01L-021
반도체 장치 는 고체 장치 는 그러한 부품의 제조 는 처리에 특별히 용

되는 방법 는 장비
34

B82B-003
개별 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 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

에 의한 나노 구조의 제조 는 처리
32

C09C-001
섬유성 충 제 이외의 특정 무기 물질의 처리(발 성 물질 는 테네 센트

(tenebrescent)물질 C09K); 카본블랙의 제조 
22

H01J-017 진공 에 포함되어 있는 형의 진공 의 세부 13

H01B-001

도 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도체 는 도 물체; 도체로서의 재료의 선택(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도 는 극 온의 도체, 이블 는 송선로 H01B 12/00; 

항기 H01C; 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도성 는 극 온의 성질을 이용하는 

장치의 세부 H01L 39/12)

13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출원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삼성 기와 엘지화학에서 각각 30, 1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

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조폐공사 9 바스  에스이 9 삼성 기주식회사 30

2 한국기계연구원 8 세창화학 주식회사 6 주식회사 엘지화학 18

3 자부품연구원 7 주식회사 동진쎄미 5 삼성 자주식회사 14

4 한국과학기술원 5 (주) 루 3 엘지 자 주식회사 12

5 연세 학교 산학 력단 5 (주)석경에이.티 3
세이코 엡슨 가부시키

가이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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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속나노잉크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페이스

트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2로 나타남. 세계 기 으로는 나노잉크

가 381.65로 기술경쟁력이 높은 구성요소로 악됨 

 ○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나노잉크로 이에 따른  세계 비 기술활동도는 

1.02으로 속나노잉크 분야  상 으로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나노잉크 0.94 381.65 0.93 1.01 0.09 1.02 

페이스트 1.04 161.55 1.14 1.01 0.12 0.98 

코 액 1.14 164.80 1.03 0.97 0.12 0.92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속나노잉크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나노잉크(1.25), 페이스트(0.66), 

코 액(0.65)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나노

잉크가 6,189건으로 기술 확보를 한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속나노잉크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코 액이 285 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노잉크는 113.78로 낮은 독  수 을 보임.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나노잉크 6,189 1.25 113.78 

페이스트 1,249 0.66 229.70 

코 액 1,134 0.65 285.01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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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나노잉크 0.09 1.02 1.25 113.78  

페이스트 0.13 0.98 0.66 229.70 

코 액 0.12 0.93 0.65 285.01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속나노잉크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

펴보면, 페이스트가 3.54로 동 분야의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나노잉크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

지수는 나노잉크가 4 으로 악됨. 체 인 기술성숙도 지수에서는 모든 구성요

소가 3  이상으로 소기업 진출 여건이 평균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확보지수는 나노잉크를 제외한 구성요소가 모두 5 이며, 기술독 지수는 나

노잉크가 4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페이스트와 코 액은 비교  소기

업의 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단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나노잉크 3 4 3.4 1 4 2.5 2.86

페이스트 4 3 3.6 5 2 3.5 3.54

코 액 4 2 3.2 5 2 3.5 3.3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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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 니즈 1 : 가(low cost) 친환경 극형성 공정 

 ○ 재 디스 이 등 자 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극 형성 공정은  식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디스 이의 면 화에 따른 가격 상승과 폐 화학물질 처리

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인쇄 공정을 이용한 극 형성은 장비 투자비용이 감되고 공정 가화가 가능

함. 한 인쇄공정은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인 친 환경 공정으로 기존 극형성 

공정 체의 필요성을 매우 잘 반 할 수 있으며, 이를 구 하기 한 속 나노

잉크 소재의 개발은 매우 요함.

□ 신규 기 소재의 개발  차세  소자 등장

→ 시장 니즈 2 : 유연기  용 극 형성 기술

 ○ 향후 자기기에서 기존의 silicon 혹은 유리 기 을 체할 수 있는 유연기 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유연소자의 등장이 가속화 될 것임.

 ○ 유연기  상에 소자를 형성할 경우 롤투롤 방식의 극형성 공정이 필요하며, 이

를 구 할 수 있는 소재가 속 나노잉크임. 

□ 인듐 체 소재 개발의 필요성

→ 시장 니즈 3 : 은 나노 와이어 등을 이용한 투명 극 형성 기술

 ○ 기존에 투명 극으로 사용된 인듐 기반의 ITO 소재는 유연기 에 용하기 어려

움. 한 인듐 가격의 상승과 자원 무기화 경향에 따라 이를 체할 수 있는 소재

의 개발이 필요함.

 ○ 기존 투명 극을 체할 기술로 가장 유망한 방법은 은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

극 형성 기술과 속 메쉬 린 을 이용한 투명 극 구 방식이고 이를 한 

소재의 개발이 시 함.

□ 방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

→ 시장 니즈 4 : 핵심 소재 원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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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반도체, 디스 이 산업에서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품 소재의 원

천기술은 방산업의 발 에 지 한 향을 미침.

 ○ 속 나노잉크와 같은 소재의 개발은 향후 핵심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과 다양한 

응용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하여 매우 필요한 과제임. 

요인 Needs

- 가격 경쟁력 요구

- 신규 기 소재의 개발  차세  자소자의 등장

- 인듐 체 소재 개발의 필요성

- 방산업의 경쟁력 제고

⇒

- 가 친환경 극형성 공정

- 유연 기  용 극 형성 기술

- 새로운 투명 극 형성 기술

- 핵심 소재의 원천기술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나노잉크

 ○ 최근 시장에서는 자부품을 더욱 작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첨단기술로 나노잉크

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나노잉크 세

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잉크 세계 시장 규모는 2009년 79백만 달러에서 

2014년 598백만 달러로 연평균(CAGR) 49.9%의 높은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1. 1, 2010 Electronic Chemicals and Materials: The Global Market

[나노잉크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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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잉크는 도성을 띤 나노 크기의 입자를 분산시킨 잉크 소재로 반도체, 디스

이 RFID, FPCB 등의 극이나 회로 제조 시 패턴 린  방식을 통하여 이용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용이 가능하여 많은 소재 업체들이 큰 

심을 가지고 있음

 ○ 차세  나노잉크는 MEMS, 데이터 장, 컴퓨터 메모리, 친환경 자기기, 태양

지와 센서 부분에 사용될 것으로 기 되고 있음. 최근에는 자 부품 소재에 용

할 수 있는 미래 신소재인 투명 자잉크를 개발하여 원재료 감과 공정단계의 단

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됨.

□ 페이스트

 ○ 최근 페이스트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Fuji Chimera Reasearch 

Institute의 유망 자부품재료시장 보고서 내의 페이스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 시장규모는 2011년 재 809백만 달러에서 2014년 1,053백만 달러로 연평균

(CAGR) 10.5%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Fuji Chimera Reasearch Institute. 2009, 유망 자부품재료

[유망 자부품재료 시장 망] 

 ○ 페이스트는 페이스트 의 첨가제가 각 도 성 입자들의 을 방해하고 고 항

이 되는 결 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은이나 동의 나노입자를 원료로 한 나노 페

이스트 련 연구와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 되어 도 성 페이스트에 한 기술  

성장과 시장에서의 기 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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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가장 안정하게 공 되는 속입자 페이스트는 은 페이스트로, 은은 항값이 

작고 열 도가 가장 좋아 배선재료로서 우수한 특성을 지님. 그러나 부식에 약하

고 가격이 높은  등의 결 이 있어, 가능하면 보다 안정되고 가인 동과 알루

미늄 등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추세임 

□ 코 액

 ○ 세계 나노코  시장이 최근 격하게 확 되고 있으며, 2009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나노 코 제 세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시장은 2011년 재 183

백만 달러의 규모에서 2014년 870백만 달러로 연평균 68.2%로 격한 성장이 상

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나노코 제 시장 망] 

 ○ 과거 주요 응용분야는 구조와 외  보호, 군사  국방, 가정용품과 자동차 분야

으며, 풍화 방지와 부식 방지 등에 주로 이용되었음. 재는 의학, 보건, 자제품, 

에 지, 운송, 건축, 포장, 삼림, 직물 등 다양한 분야로 확 되고 있으며, 특히 의

학  가정 분야와 식품가공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이 망됨

(2) 무역 황 분석

□ 속나노잉크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신소재나노융합

- 801 -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나노잉크
기타(인쇄용 잉크) 3215.19-0000

속성잉크 3215.90-5000

페이스트 기타(탄소를 기재로 한 조제품) 3801.90-0000

코 액 도 용 조제품 3824.90-7100

[ 속나노잉크 무역부문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세계 비 국내 수출입 규모를 보면, 나노잉크 분야 내 인쇄용 잉크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128.31 Mil$), 수입(40.91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나노잉크 분야는 수출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인쇄용 잉크는 '06년을 기 으로 '10년까지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06년 

비 수출규모가 약 1.6배 증가함(79.79('06) → 95.02('08) → 128.31('10))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나노잉크

기타(인쇄용 잉크) 79.79 85.08 95.02 105.48 128.31 61.84 66.49 60.61 45.94 40.91

속성잉크 0.30 0.52 0.36 0.33 2.64 1.62 1.13 1.20 0.94 1.14

페이스트
기타(탄소를 

기재로 한 조제품)
1.44 0.87 0.85 0.55 0.90 7.58 6.31 6.00 7.52 13.67

코 액 도 용 조제품 16.59 20.35 23.24 21.73 32.37 144.44 172.56 201.90 199.85 258.93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페이스트, 코 액 등이 ‘06년부터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탄소를 기재로 한 조제품의 경우 수입특화 지수가 ‘08년을 기 으로 강화

되었음

   - 수입 특화 분야 : 탄소기재의 조제품, 도 용 조제품 등

   - 수출 특화 분야 : 인쇄용 나노잉크, 속성 잉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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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나노잉크
기타(인쇄용 잉크) 0.13 0.12 0.22 0.39 0.52 수출 특화 강화

속성잉크 -0.69 -0.37 -0.54 -0.48 0.40 수출 특화 환

페이스트
기타(탄소를 기재로 한 

조제품)
-0.68 -0.76 -0.75 -0.86 -0.88 수입 특화 강화

코 액 도 용 조제품 -0.79 -0.79 -0.79 -0.80 -0.78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속나노잉크 분야 포지션맵 작성 

[ 속나노잉크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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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element, elements, channel, output, memorychannel, switching, control

CR_2 nano, particles, composite, structuressingle, Disclosed, highcomposite, matrix, materials

CR_3 metal, catalyst, single, apparatus, system, thermal

CR_4

discharge, laser, sources, rate, nanoscale, graphite, characterizednanowire, self, crystal, silicontransmission, 

electronics, nanowires, adhesive, negativeignition, interspersed, combustion, SWCNTs, SWCNT, Cleaning, 

nanoentity, tank, simplified, energetic, hook, nanoclay, bacterialstructure, form, surface, methodsstructures, 

fabricating, apparatusprobe, tip, force, base, chamberline, grow, atoms, nanowire, type

CR_5

nanocomposite, polymer, metal, CNT, elementcomposition, compositions, nanoparticles, phase, heat, organic, 

inorganic, solvent, mixture, group, groupsgraphite, graphene, binder, emittingEmbodiments, both, low, 

basednanocarbon, hydrocarbon, added, silica, finegrains, nanocrystalline, micrometers, epoxy, radical, slurry, 

Dispersant, mat, band, impact, Mesoporous, zone, dots, frame, sheet

CR_6 surface, forming, same, array, providing, plurality

CR_7 feature, flexible, planar, nanostructure, incorporatingcarbonaceous, reactor, dopant, nitrogen, bulk, Thus

CR_8
fullerene, hydrogen, step, polymers, particle, article, clay, switch, buffermagnetic, techniques, new, molecular, 

fiber, storage

CR_9 material, structure, electrodesemiconductor, region, electric

CR_10
porous, conducting, nanostructurescarbide, synthesizing, environment, protective, nanofibers, nanocarbon, 

thermally

CR_11 carbon, nanotube, nanotubes, layer, nanocomposite, fullereneliquid, coating, sensor, top, CNTs

CR_12 portion, end, contactarticle, fabric, certain, probe, magnetic

CR_13 layer, formed, substrate, one, material

CR_14 CNT, emission, film, array, gate, nano

CR_15 memory, cell, semiconductor, signal, liquid, composition

CR_16 particles, temperature, producing, solution

CR_17 elements, circuit, disposed

CR_18 output, input, circuits, node

CR_19 heat, resulting, resistance, conductivity, reaction

CR_20 nanoscale, specific, mass, electromagnetic, target

CR_21 main, oil, partial, finally, optional, maximum, bearing, stimulation, nanofiller

 ○ 속나노잉크 분야 포지션맵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

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 기술

나노잉크

속나노잉크 입자 조  기술

속나노잉크 입자 양산 기술

신규 속 나노잉크 제조기술

무기 도성 잉크용 나노 메탈 분말 제조 기술

나노 메탈을 함유한 항균성 잉크의 인쇄 기술

유-무기 하이 리드 잉크 제조 기술

페이스트

속나노잉크 페이스트 입자 조  기술

도성 페이스트 제조기술

무기물 표면 에칭용 페이스트 제조 기술

회로 속용 이방성 도  페이스트 제조 기술

코 액

고농도 코 액 제조기술

도성 나노 폴리머 코 액 제조 기술

콜로이드성 실리카를 포함하는 택이 있는 잉크 제트 기록 시크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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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나노잉크

속나노잉크 입자 조  기술 13% 13% - 13%

속나노잉크 입자 양산 기술 13% 13% - 13%

신규 속 나노잉크 제조기술 13% - - 25%

무기 도성 잉크용 나노 메탈 분말 제조 기술 - - 13% 13%

나노 메탈을 함유한 항균성 잉크의 인쇄 기술 - - 13% 13%

유-무기 하이 리드 잉크 제조 기술 - - - 13%

페이스트

속나노잉크 페이스트 입자 조  기술 13% 13% 13% 13%

도성 페이스트 제조기술 25% - - 25%

무기물 표면 에칭용 페이스트 제조 기술 - - - -

회로 속용 이방성 도  페이스트 제조 기술 - - - -

코 액

고농도 코 액 제조기술 25% - - -

도성 나노 폴리머 코 액 제조 기술 13% - - 13%

콜로이드성실리카를포함하는 택이있는잉크제트기록시크

제조기술 
13%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 속나노잉크 분야에서 ‘ 도성 페이스트 제조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5%

가 보유하고 있으며, 25%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신규 속 나노잉크 제조기술’은 보유 기술(13%), 소기업형 기술(25%)라

고 응답하 으며, ‘ 도성 나노 폴리머 코 액 제조 기술’은 보유 기술(13%), 소

기업형 기술(13%)로 답변함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특히 나노잉크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한 수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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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속나노잉크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휴 폰 이스 도장, 진공증착장비, 터치스크린, 태양 지, LCD, 선 , PE하수도 , 라스틱 선 

   호스

해외 기업 Murata Manufacturing, Seiko Epson Corporation, Canon Inc, Sumitomo Electric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삼성 기, LG 자

소기업 인탑스, 상한 진공개발, 피엔텔, 이오젠, 성뉴텍, 나노엘에스아이, 보성포리테크

 ○ 속나노잉크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소재  단 부품  소재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속나노잉크 분야의 소기업의 다

수 업체는 부품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단 부품  소재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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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속나노입자

속나노잉크 입자 조  기술 특

속나노잉크 입자 양산 기술 특

신규 속 나노잉크 제조기술 특

나노잉크

무기 도성 잉크용 나노 메탈 분말 제조 기술 특

나노 메탈을 함유한 항균성 잉크의 인쇄 기술 특

유-무기 하이 리드 잉크 제조 기술 특

페이스트

속나노잉크 페이스트 입자 조  기술 특

도성 페이스트 제조기술 특

무기물 표면 에칭용 페이스트 제조 기술 특

회로 속용 이방성 도  페이스트 제조 기술 특

코 액

고농도 코 액 제조기술 특

도성 나노 폴리머 코 액 제조 기술 특

콜로이드성실리카를포함하는 택이있는잉크제트기록시크제조기술 특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

술명을 재정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증착  리소그래피 공정을 체할 인쇄 자공정 분야에 신규 속 잉크, 도 성 

페이스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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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속 

나노입자

속 나노잉크 

입자 양산 기술

나노입자의 크기  균일도 

제어 (크기 10~100 nm 사이 

조 , 입도 σ <20 %)

속 나노입자 

(은,  등) 크기 

 입도 제어기술

나노입자 양산 

기술

속 나노입자의 

크기  

입도제어, 

양산화

무기 도성 

잉크용 나노 

메탈 분말 

제조기술

기상법을 사용한 나노메탈 

분말 제조  이들의 크기  

균일도 제어 (크기 10~100 nm 

사이 조 , 입도 σ <20 %)

잉크화를 한 분산법 개발 

(단분산으로 분산 안정성 

3개월 유지)

기상법을 사용한 

나노입자의 크기 

 균일도 제어

분산성 확보
나노입자 양산 

기술

기상법을 이용한 

나노 메탈 

입자의 입도  

분산성 제어

나노잉크

신규 속 

나노잉크 

제조기술

나노입자의 크기  균일도 

제어 (크기 10~100 nm 사이 

조 , 입도 σ <20 %) 내 

산화 특성 확보 (보  안정성 

>3개월, 분산안 성 >3개월)

Cu, Ni 등 신규 

속 나노입자 

제조 기술 개발

크기  균일도 

제어
내 산화성 확보

심규 속 

나노입자 잉크 

개발

유-무기 

하이 리드 

잉크제조기술

소성 특성 (T<120 도), 

부착력 >4B

온형 

잉크제조기술 

(T<150도)

온형 

잉크제조기술 

(T<120도)

부착력 개선 

>4B

온 소성형 

유-무기 

하이 리드 

잉크의 온 

소성 특성   

부착력 확보 

기술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속 나노입자
속 나노잉크 입자 양산 기술

무기 도성 잉크용 나노 메탈 분말 제조기술

나노잉크
신규 속 나노잉크 제조기술

유-무기 하이 리드 잉크제조기술

나노페이스트

도성 페이스트 제조기술

무기물 표면 에칭용 페이스트 제조기술

회로 속용 이방성 도  페이스트 제조기술 

코 액
도성 나노 폴리머 코 액 제조기술

콜로이드성 실리카를 포함하는 택이 있는 잉크제트기록시트 제조기술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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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나노

페이스트

도성 

페이스트 

제조기술

소성 특성 (T<120 도) 부착력 

>4B

온소성형 나노 

페이스트 제조 

(T<150도)

온소성형 나노 

페이스트 제조 

(T<120도)

부착력 개선 

>4B

온소성형 

나노페이스트 

개발  

물성향상 

무기물 표면 

에칭용 

페이스트 

제조기술

인쇄 정 도 (<50㎛)

에칭 공정성 (<10분)
인쇄정 도 구 에칭 공정성 개선

양산화 기술 

개발

무기물 에칭용 

페이스트 상업화

회로 속용 

이방성 도  

페이스트 

제조기술 

인쇄 정 도 (<50㎛)

기 도도 이방성 (cross 

talk에 의한 오류 제거)

인쇄정 도 구 기  특성 개선 제품 용 연구
이방성 도  

페이스트 개발

코 액

도성 나노 

폴리머 코 액 

제조기술

분산 안정성  코  후 

안정성 확보 (80℃500시간 

방치 후 성능 변화 없음)

분산특성 확보  

코 액 제조
분산 안정성 확보

코  후 안정성 

확보

도성 

나노폴리머 

코 액 상업화

콜로이드성 

실리카를 

포함하는 

택이 있는 

잉크제트기록시

트 제조기술

나노입자 분산(>3개월)

학특성 제어

분산특성 확보  

코 액 제조

고 택 실리카 

학특성 제어
제품 용 연구

고 택 실리카 

나노코 을 통한 

잉크젯 시트 

제조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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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나노입자

1. 개요

가. 정의 

 ○ 입자 크기가 나노수 으로 작아짐에 따라 기존의 마이크로 이상의 큰 입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내는 나노크기의 산화물 입자를 말함. 산화물 

나노입자는 에 지, 환경, 정보 자, 의료 산업 분야에 리 응용되고 있으며 련 

산업분야의 발 에 큰 향을 미치는 원천기반소재이며 핵심 소재임.

 ○ 산화물나노입자는 나노입자 합성  물성 제어 기술, 연속 량 합성 기술, 정제 

기술, 표면 기능화기술, 에 지, 환경 정보 자 산업으로의 응용 기술 등이 핵심 

이슈임. 

나. 범

 ○ (제품 분류 ) 산화물 나노입자의 여러 활용 분야 가운데 산업  응용성  시

장 성장성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심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국한함. 특히 진단 치료, 바이오이미징, 약물 달 등에 사용되는 SiO2 나노입자, 자

기정화, 자외선차단, 염료감응 태양 지의 극, 인쇄토 용 유 체, 생체재료 등

으로 사용되는 TiO2 나노입자, 투명 극으로 사용되는 ITO 나노입자 등을 주로 

포함함.

[산화물나노입자의 분류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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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공 망 에서는 산화물 나노 원소재 만을 포함하며 여러 응용 

제품에 활용될 수 있음.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산화물나노입자)]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산화물나노입자

원소재

- 진단 치료용 실리카나노입자

- 약물 달용 실리카나노입자

- 바이오이미지용 실리카나노입자

- 자산업용 실리카나노입자

- 환경정화용 티타니아나노입자

- 태양 지용 티타니아나노입자

- 투명 극용 ITO 소재 

응용제품

- 공기정화용 공기청정기

- 티타니아 나노입자 극이 용된 염료감음 태양 지

- 티타니아 나노입자 코 /티타니아 벌크 인공치아

- 투명 극이 용된 태양 지

- 투명 극이 용된 터치스크린

 ⇒ 따라서, 산화물 나노입자의 범 는 

   - SiO2, TiO2, ITO 나노 분말 등을 포함하는 역이며,

   - 공 망 기 으로 원소재인 산화물 나노 분말에 해당하는 역이며, 

   - 기술 으로는 제조  양산 기술, 표면처리  표면개질 기술, 분산 기술, 입도  

입형 제어 기술 등을 포함함.

2. 기술(특허) 분석41)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산화물나노입자 분야의 상특허 1,771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

을 보면, 미국이 체 57.3%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음. 그 밖에 한국, 

일본, 유럽이 비슷한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41)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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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1L-021 기 상에 반도체 물질의 증착 105

A61K-009 의약용, 치과용 는 화장용 제제 58

H01L-033 반도체 장치;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기  고체 장치 44

C09K-011 발 성물질, . 기발 성물질,화학발 성 41

G01N-033 재료의 화학  는 물리  성질의 검출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39

C01G-009 아연 화합물 35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미국과 유럽

에 비해 삼극특허 출원 비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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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INEOS  

Manufacturing 

Belgium NV

7 7

Samsung  

Electronics Co., 

Ltd.

19 7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15 0

2

GENERAL 

ELECTRIC 

COMPANY

1 7
General Electric 

Company
11 14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14 0

3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6 6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15 0 Sharp Corporation 6 0

4 Nanosphere. 0 5

Ineos 

Manufacturing 

Belgium NV

6 6
Toyota Central 

R&D Labs.
6 0

5 Chevron U.S.A. 0 5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2 9
NIPPON OIL 

CORPORATION
4 0

(2) 국내동향

 ○ 산화물나노입자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출원건수가 격히 

증가한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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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82B-003
개별단 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에 의

해 형성된 나노구조
70

H01L-021
반도체 장치 는 고체 장치 는 그러한 부품의 제조 는 처리에 특별히 용

되는 방법 는  장비   
24

C01G-009 아연 화합물 14

H01L-031

외선 복사, 가시 , 단 장의 자기 , 는 입자 복사에 감응하는 반도체 장

치로, 이들 복사에 의한 에 지를 기  에 지로 변환하거나 이들 복사에 의

해 기  에 지를 제어하는 것에 특별히 용되는 것

13

B82B-001
개별 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 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

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11

H01J-001
자  는 방 램 의 2이상의 기본 인 형에 공통인 극, 자기제어수단, 스

크린 는 그들의 마운트(mount) 는 간격지지의 세부
8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출원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한국 과학기술연구

원이 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주식회사 이씨텍 7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8

2 포항공과 학교 7

테크나 라즈마 

시스템 인코포 이

티드

2 삼성 자주식회사 8

3
인하 학교 

산학 력단
7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엘지화학 6

4
오공과 학교 

산학 력단
6 (주)나노 루이드 2 한국타이어 3

5 한국화학연구원 6 (주)티피에스 1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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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산화물나노입자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ZnO 산화물 나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240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활동도를 보면, SiO2 산화물 나노입자, ITO 산화물 나노입자, phosphor 산화

물 나노입자, CMP 슬러리 4개의 구성요소가  세계 비 1.0 이상으로 상 으

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SiO2 산화물 나노입자 1.18 248.68 1.06 0.36 0.02 1.14 

TiO2 산화물 나노입자 1.02 384.72 0.93 1.36 0.16 0.84 

ITO 산화물 나노입자 0.95 212.55 1.03 0.29 0.03 1.09 

ZnO 산화물 나노입자 1.25 252.94 0.95 1.78 0.24 0.90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0.93 72.27 1.16 0.14 0.01 1.04 

CMP 슬러리 0.64 132.84 1.02 0.57 0.09 1.29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산화물나노입자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ITO 산화물 나노입자(1.27), 

TiO2 산화물 나노입자(1.09)등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

허수의 비 은 TiO2 산화물 나노입자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화물나노입자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모든 구성요소가 허핀달지수 

200 이하로 반 인 독 수 은 낮은 것으로 악되었고, 특히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가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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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SiO2 산화물 나노입자 2,838 1.05 115.68 

TiO2 산화물 나노입자 5,245 1.09 97.53 

ITO 산화물 나노입자 3,626 1.27 115.19 

ZnO 산화물 나노입자 1,990 0.77 171.08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654 0.66 45.86 

CMP 슬러리 2,272 0.85 176.66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iO2 산화물  

나노입자
0.02 1.14 1.05 115.68  

TiO2 산화물 

나노입자
0.17 0.84 1.09 97.53 

ITO 산화물 

나노입자
0.03 1.09 1.27 115.19 

ZnO 산화물 

나노입자
0.24 0.90 0.77 171.08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0.01 1.05 0.66 45.86 

CMP 슬러리 0.10 1.30 0.85 176.66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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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SiO2 산화물 나노입자, 

ITO 산화물 나노입자를 제외한 4개의 구성요소가 모두 3  이상으로 나타남.

   - 기술경쟁력은 ZnO 산화물 나노입자가 5 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활동지수는 CMP

슬러리가 5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MP슬러리(4.4)와 ZnO 산화물 나노입자(3.8)

가 체 인 기술성숙도 지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술확보지수는 ZnO 산화물 나노입자와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가 5 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독 지수의 경우 TiO2 산화물 나노입자와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가 5 으로 낮은 독 수 을 보임.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SiO2 산화물 나노입자 1 4 2.2 2 4 3 2.68

TiO2 산화물 나노입자 4 2 3.2 2 5 3.5 3.38

ITO 산화물 나노입자 1 4 2.2 1 4 2.5 2.38

ZnO 산화물 나노입자 5 2 3.8 5 3 4 3.92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1 4 2.2 5 5 5 3.88

CMP 슬러리 4 5 4.4 4 3 3.5 3.8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산화물나노입자의 산업  응용 확

 → 시장 니즈 1 : 생산  물성 제어에 한 주요 이슈 해결

 ○ 가 량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제조공정 기술 개발  환경친화 인 제조공정 기

술 개발이 필수 임. (티타니아 제조기술 : 황산법→염소법)

 ○ 매 특성 향상, 자외선 흡수특성 등의 특성 개선, 표면개질, 코어-쉘 구조와 

같은 구조제어 등 산화물 나노소재의 물성 제어기술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함.

 ○ 학 필름 분야에 응용되는 산화물 나노소재의 경우 일본이 시장을 선 한 상태이

나 국내 수요업체들의 국산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개발 수요도 지속 으로 

증가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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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환경 산업 분야 티타니아 수요 증

 → 시장 니즈 2 : 미래 잠재 수요에 한 책 필요

 ○ 티타니아(TiO2) 나노분말 소재는 에 지, 환경, 생체재료, 인쇄산업 등에 필수 으

로 필요한 원천기반 소재이며 핵심소재임.

 ○ 구체 인 응용분야로 자외선차단, 자기정화용 코 소재, 염료감응 태양 지의 

극, 인쇄토 용 외첨제, 치과 임 란트용 코   벌크 소재 등으로의 수요가 증

하고 있음. 

 ○ 티타니아 소재의 시장은 기존의 외장재(60%), 내장재(25%), 도로자재(5%) 주에서 

최근에는 방취, 항균, 살균 특성을 이용한 생활환경 분야로 응용 분야가 확 되고 

있음. 향후에는 도시형 농업, 산업폐수 정화, 상하수 수질 정화, 기환경 정화, 도

시 냉각, 수소에 지 분야 등의 미래산업 분야로도 확 될 것이 기 됨.

□ 실리카나노입자의 지속 인 수요 증가

 → 시장 니즈 3 : 실리카나노입자의 국산화  가 량생산 기술 확보

 ○ 실리카 나노입자는 반도체 (웨이 의 연마제), 페인트 (특수 도료, 염료, 잉크의 첨

가제), 고품  타이어  종이 충진제, 약물 장  달체, 에 지변환 매 담체, 

실리콘 (실리콘 러버, 실란트 첨가제), 화장품 (고가 제품의 보습제) 섬유  태

양 지의 첨가제, 학 즈 코 제, 김서림 방지용 코 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실리카 나노입자는 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미 시장의 경기 변동에 민

감하게 향을 받음.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을 시작한 실리카나노입자는 생산원가 

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가 량생산  환경친화 인 생산 기술의 개발

이 최근 이슈임.

□ 희토류 략무기화, 유연소자에 필요한 투명 극 소재 필요

 → 시장 니즈 4 : ITO 체 소재

 ○ ITO는 In2O3에 SnO2를 고용시켜 제조한 재료로서 가시 선 역에서 투  특성이, 

외선 역에서는 반사 특성이 우수하며 비교  낮은 기 항을 갖는 상온에서 

안정한 산화물임.

 ○ ITO는 LCD, OLED, 등의 평 디스 이용 투명 극, 휴 폰, 태블릿 PC 등의 터

치패 용 투명 극, 각종 백라이트용 투명 극, 서블 디스 이용 투명 극 등

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방지코 , 학 코 , EMI 실드, 센서 등으로도 응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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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류 속의 수  불안정과 미래의 유연한 디스 이에 활용될 투명 극 소재

에 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ITO 체 소재에 한 수요가 있으며 탄소나

노튜  는 그래핀, 도성 고분자, 도성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 극 개발이 

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요인 Needs

-  산화물 나노입자의 산업  응용 확

- 에 지 환경 산업 분야 티타니아 수요 증

- 실리카나노입자의 지속 인 수요 증가

- 희토류 략무기화, 유연소자에 필요한 투명 극 

소재 필요

⇒

-  주요 기술  이슈 해결

- 티타니아의 미래 잠재 수요에 한 책

- 실리카나노입자의 국산화

- 실리카나노입자의 가 량생산 기술

- ITO 체 소재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SiO2, TiO2, ITO, ZnO, Phosphor산화물 나노입자

 ○ 나노입자에 한 세부 시장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구성요소의 상 단계시장

인 나노입자 시장 망을 통해 산화물 나노입자에 한 시장을 분석하 음.

 ○ 가장 일반 인 산화물 나노입자는 아연, 철, 세륨, 지르코늄 등을 포함하는 속산

화물 나노입자와 인듐주석 산화물과 같은 혼합 속 합성물임. 최근 속산화물의 

응용범 는 반도체 웨이퍼  택 매개체, 유리용 힘 방지 코 제 등의 분야로 

시장이 확 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1.1, 2010 Nanotechnology Research Review

[나노입자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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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BCC Research에서 발행한 나노입자 세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 입자 

시장은 2009년 4,061백만 달러에서 2014년 5,698백만 달러로 연평균 7.0% 성장이 

상되고 있으며, 나노클 이 분야는 재 1,910백만 달러로 나노분말 시장보다 10

배 이상 시장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국내에서는 산화물 나노입자를 이용한 차세  태양 지가 세계에서 두 번째

로 개발되었으며, 이 지를 상품화시킬 경우 통신용 기지국 원을 비롯하여, 휴

폰과 노트북컴퓨터, 기자동차, 우주탐사선 등 다양한 시장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고 있음.

 ○ 미립자 산화티타늄과 미립자 산화아연은 화장품이 주 용도이며 자외선방지 니

즈를 배경으로 수요가 확 될 망임. 그러나 부분 속산화물의 용도와 분야는 

아직 한정 이므로 향후 시장 확 를 해서는 다른 용도개척이 필수 임.

□ CMP슬러리

 ○ CMP 화합물에 한 세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380백만 달러에서 2014년 

721백만 달러로 연평균(CAGR) 13.6% 성장이 상되고 있음. CMP슬러리는 반도

체 웨이퍼  회로를 연마해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CMP슬러리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1.1 , Electronic Chemicals and Materials: The Global Market

[CPM 슬러리 시장 망] 

 ○ CMP슬러리가 주로 사용되는 박막형 태양 지 시장의 빠른 성장성과 IT수요 증

로 인해 CMP슬러리 시장 확  망은 밝으며, 국내 주요 자 재료 업체들이 반도

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 시장에서 고부가 제품 분야로 시장을 넓 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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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나노물질 분야에서 경쟁우 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의 업체들은 소기업들

로 이들은 통일된 크기와 모양, 고순도의 소형 입자를 생산하는 독 인 공정

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  일부 업체는 Honeywell, DuPont, BASF, GE, Bayer, 

Rohm and Haas, DSM, Mitsubishi 등과 같은 거  다국  화학  라스틱 공

업체들과 업  개발 제휴를 체결하고 있음.

(2) 무역 황 분석

□ 산화물 나노입자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7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의 경우 HS체계 분류가 불가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함.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SiO2 산화물 나노입자 기타(기타의 이산화규소) 2811.22-9090

TiO2 산화물 나노입자
아나타스형(산화티타늄) 2823.00-1000

기타(산화티타늄) 2823.00-9000

ITO 산화물 나노입자 기타(기타의 속산화물) 2825.90-3090

ZnO 산화물 나노입자 산화아연 2817.00-1000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정확한 의미 악 부족 품목분류 불가

CMP 슬러리 세륨화합물 2846.10-0000

[산화물 나노입자 무역부문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세계 비 국내 수출입 규모를 보면, TiO2 산화물 나노입자 내 아나타스형(산

화티타늄)의 ‘10년 기  수출(67.04 Mil$), 수입(15.09 Mil$)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나타스형(산화티타늄)은 '06년을 기 으로 '08년까지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으며, '09년에 들어 수출특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 히 수출특화 분

야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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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SiO2 산화물 
나노입자

기타(기타의  
이산화규소)

1.76 2.13 5.32 5.31 8.76 5.25 6.50 11.97 7.87 12.90

TiO2 산화물 
나노입자

아나타스형
(산화티타늄) 

49.08 55.55 84.61 52.86 67.04 20.69 17.44 12.68 13.38 15.09

기타(산화티타늄) 0.18 0.61 0.35 0.46 0.43 8.74 9.40 6.96 10.82 17.39

ITO 산화물 
나노입자

기타(기타의 
속산화물)

0.00 0.01 0.02 0.01 0.01 0.07 0.23 0.28 0.23 0.11

ZnO 산화물 
나노입자

산화아연 36.26 39.76 31.81 21.73 36.36 13.19 15.48 8.74 5.48 4.66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정확한 의미 악 
부족

0.37 0.56 0.51 1.24 1.81 11.71 12.87 14.39 13.50 24.83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이산화규소와 기타(산화티타늄) 등이 '06년부터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아나타스형(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입 특화 분야 : 기타 속산화물, 세륨화합물 등

   - 수입 특화 완화 분야 : 기타 이산화규소 (-0.50('06) → -0.38('08) → -0.19('10))  

   - 수출 특화 분야 : 아나타스형 산화티타늄, 산화아연 등

   - 수출 특화 강화 분야 : 산화아연 (0.47('06) → 0.57('08) → -0.77('10))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SiO2 산화물 

나노입자
기타(기타의 이산화규소) -0.50 -0.51 -0.38 -0.19 -0.19 수입 특화 완화

TiO2 산화물 

나노입자

아나타스형(산화티타늄) 0.41 0.52 0.74 0.60 0.63 수출특화 

기타(산화티타늄) -0.96 -0.88 -0.90 -0.92 -0.95 수입특화

ITO 산화물 

나노입자
기타(기타의 속산화물) -1.00 -0.89 -0.89 -0.91 -0.80 수입특화

ZnO 산화물 

나노입자
산화아연 0.47 0.44 0.57 0.60 0.77 수출 특화 강화

CMP 슬러리 세륨화합물 -0.94 -0.92 -0.93 -0.83 -0.86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822 -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 내

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산화물 나노입자 분야 포지션맵 

작성 

[산화물 나노입자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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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discharge, electrodes, panel, display, electrode, cellspanel, PDP, plasmacells, ribs, arranged, front

CR_2
portion, removing, substantially, materialsion, effect, cleaning, target, self, chambermulti, achieved, performance, 

level, possible, Residualwork, matter, face, thinning, capacitor, structural, seed, masks, integration

CR_3 composition, water, formreactor, hydrogen, polymerization

CR_4 carbon, treatment, medium, coating, reaction, powder, reactor, thincatalyst, gas, acid

CR_5 metal, particles, composition, nanoparticleweight, amount, mixing, agentpowder, salt, prepared, fluid

CR_6
dioxide, titanium, ceramic, novel, ion, filterceramic, spray, parts, Glass, calcium, aluminum, supportsilica, pH, 

mixed, contentnano, core, molecules, dioxide

CR_7
high, same, usedmaterials, include, Twocomposite, base, distribution, systems, lowerdistribution, small, 

uniformthin, deposition, component, compositelight, LED, phosphorwhite, wavelength, chip, optical

CR_8
wavelength, emission, colorchip, diode, emitted, greengreen, Red, phosphors, formulasystem, apparatus, portion, 

waferfilm, structure, oxide, system, catalyst, discharge, magnetic

CR_9 conductive, contact, pattern, regionmagnetic, pole, gate, conductive, nano, carbon, whitearea, efficiency, cell

CR_10 upper, portions, side, linelower, upper, area

CR_11
rubber, black, crystalline, frequency, vertical, Anti, protein, layered, waste, zinc, conjugates, diesystems, 

applications, useful

CR_12

base, heat, combination, bothmat, submicron, fabric, friction, toner, phosphoric, furnace, opaque, gasification, 

viscous, concrete, concentrate, perovskite, bisphenol, wastewater, conditioner, bath, bleaching, vegetable, yarn, 

hydroprocessing, piece

CR_13 base, heat, combination, both, base, heat, combination, both

CR_14 process, slurry, Method, layer, film, sensor

CR_15 polishing, mechanical, chemical, CMP

CR_16 wafer, pad, Abrasive, control

CR_17 dielectric, barrier, layers

CR_18 component, capable, element

CR_19 element, devices, different

CR_20 optical, transparent, radiation, LEDs

 ○ 산화물 나노입자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는 아래와 같음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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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SiO2 산화물 나노입자

결정질 SiO2 성형체 용융 실리카 제조 기술

SiO2 막의 증착 기술

콜로이드 실리카 제조 기술

카본에 의한 환원반응을 이용한 SiO2 나노분말 제조 기술

화학  표면처리 공정을 이용한 반사 필름제조 기술

TIO2 분말 코 기술

다공성 TiO2 박막 코  기술

항균 TiO2 나노졸제조기술 

이 속이 함침된 가시 응답 메조기공 TiO2의 합성 기술

TiO2 나노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

카본함유 매용 분말제조  Gas 정제 기술

ITO 산화물 나노입자

ITO 박막 증착기술

ITO 나노입자 제조기술

ITO 필름 제조기술

ITO 투명 도성 분말 제조 기술

ITO 극 패턴 형성 기술

ITO 투명 도성 박막 제조 기술

ZnO 산화물 나노입자

투명 소자 제조기술

ZnO 박막 증착기술

PDP용 압 보호막 재료 제조 기술

발  ZnO 박막 형 체 제조 기술

ZnO 나노구조체 제조 기술

센서용 ZnO 나노선 제조 기술

압 소자용 ZnO 제조 기술

나노구조 산화아연 제조 기술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박막형 체 증착 기술

LED 용 백색 형 체 제조기술

형 체 페이스트 자 방출 소자 제조 기술

형 체 필름의 두께 조  기술

조감별용 근 외선 발 체 제조 기술

CMP 슬러리

CMP 슬러리 분산기술

CMP 기계  특성 제어 기술

CMP 슬러리 조성 제어기술

CMP용 속산화물 슬러리의 분산 기술

반도체 소자의 속배선 연마용 CMP 슬러리 개발

반도체 연마용 CMP 슬러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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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SiO2 

산화물 

나노입자

결정질 SiO2 성형체 용융 실리카 제조 기술 11% - - 11%

SiO2 막의 증착 기술 - - -

콜로이드 실리카 제조 기술 11% - - 11%

카본에 의한 환원반응을 이용한 SiO2 나노분말 제조 기술 - - - -

화학  표면처리 공정을 이용한 반사 필름제조 기술 - - - -

TIO2 분말 코 기술 - - - -

다공성 TiO2 박막 코  기술 - - - -

항균 TiO2 나노졸제조기술 - - - -

이 속이 함침된 가시 응답 메조기공 TiO2의 합성 기술 - - - -

TiO2 나노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 - - - -

카본함유 매용 분말제조  Gas 정제 기술 - - - -

ITO 산화물 

나노입자

ITO 박막 증착기술 11% - - 11%

ITO 나노입자 제조기술 - - - -

ITO 필름 제조기술 - - - -

ITO 투명 도성 분말 제조 기술 - - - -

ITO 극 패턴 형성 기술 - - - -

ITO 투명 도성 박막 제조 기술 - - - -

ZnO 

산화물 

나노입자

투명 소자 제조기술 11% - - 11%

ZnO 박막 증착기술 - - - -

PDP용 압 보호막 재료 제조 기술 - - - -

발  ZnO 박막 형 체 제조 기술 22% - - 22%

ZnO 나노구조체 제조 기술 11% - - 11%

센서용 ZnO 나노선 제조 기술 11% - - 11%

압 소자용 ZnO 제조 기술 - - - -

나노구조 산화아연 제조 기술 11% - - -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박막형 체 증착 기술 11% - 11% 22%

LED 용 백색 형 체 제조기술 - 11% - -

형 체 페이스트 자 방출 소자 제조 기술 - - - -

형 체 필름의 두께 조  기술 - - - -

조감별용 근 외선 발 체 제조 기술 11% - - 11%

CMP 

슬러리

CMP 슬러리 분산기술 - - - -

CMP 기계  특성 제어 기술 - - - -

CMP 슬러리 조성 제어기술 - - - -

CMP용 속산화물 슬러리의 분산 기술 - - - -

반도체 소자의 속배선 연마용 CMP 슬러리 개발 - - - -

반도체 연마용 CMP 슬러리 개발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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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화물 나노 입자 분야에서 ‘발  ZnO 박막 형 체 제조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2%가 보유하고 있으며, 22%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 조감별용 근 외선 발 체 제조 기술’은 보유 기술(11%), 소기업형 기

술(11%)라고 응답하 으며, ‘투명 소자 제조기술’ 한 보유 기술(11%), 소기업

형 기술(11%)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산화물 나노 입자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불소수지맨드릴. 반도체 제조장비, 속나노분말제조장치, 인터넷 방송기기, 피막처리빔, 박막나노증착장

비, 기능성고분자 소재, 자동차고무부품, 나노기송 실리카, 스 이코 기, AL, 주사바늘

해외 기업 Sharp Corporation, Sony Corporation, Nanosphere, General Electric Company

국내 기업

기업 LG 자, LG화학 삼성SDI, 삼성 자, 삼성 기

소기업
무진 자, 제우스, 나노기술, 더스텍, 한국알미늄, 성덕산업, 상한 진공개발, 상아 론테크, 씨디에스, 

이오젠, 성뉴텍, 나노컴, 아이기스

 ○ 산화물 나노입자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56%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기업이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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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
1)

SiO2 산화물 

나노입자

결정질 SiO2 성형체 용융 실리카 제조 기술 특
콜로이드 실리카 제조 기술 특
카본에 의한 환원반응을 이용한 SiO2 나노분말 제조 기술 특
화학  표면처리 공정을 이용한 반사 필름제조 기술 특
TIO2 분말 코 기술 특
다공성 TiO2 박막 코  기술 특
항균 TiO2 나노졸 제조기술 특

이 속이 함침된 가시 응답 메조기공 TiO2의 합성 기술 특
TiO2 나노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 특
카본함유 매용 분말제조  Gas 정제 기술 특

ITO 산화물 

나노입자

ITO 나노입자 제조기술 특
ITO 필름 제조기술 특
ITO 극 패턴 형성 기술 특

ZnO 산화물 

나노입자

ZnO 박막 증착기술 특
발  ZnO 박막 형 체 제조 기술 특
ZnO 나노구조체 제조 기술 특
센서용 ZnO 나노선 제조 기술 특
압 소자용 ZnO 제조 기술 특
나노구조 산화아연 제조 기술 특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박막형 체 증착 기술 특
LED 용 백색 형 체 제조기술 특
형 체 페이스트 자 방출 소자 제조 기술 특
형 체 필름의 두께 조  기술 특

조감별용 근 외선 발 체 제조 기술 특

CMP 슬러리

CMP 기계  특성 제어 기술 특
CMP 슬러리 조성 제어기술 특
CMP용 속산화물 슬러리의 분산 기술 특
반도체 소자용 CMP 슬러리 개발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

술명을 재정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자  디스 이 산업용 산화물 나노 입자 련 요소기술의 지원 필요성이 높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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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SiO2 산화물 나노입자 콜로이드 실리카 제조 기술

ITO 산화물 나노입자
ITO 나노입자 제조 기술

유연기 상 ITO 필름 제조 기술

ZnO 산화물 나노입자 센서용 ZnO 나노선 제조 기술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LED용 백색 형 체 제조 기술

CMP 슬러리 반도체 소자용 CMP 슬러리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SiO2 산화물 

나노입자

콜로이드 

실리카 제조 

기술

나노입자 형상  표면 

특성 제어 기술, 

량양산성 기술 확보

입자크기, 단분산도 

제어

분산 안정성, 

량생산성 확보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응용제품 탐색 

 합성 단 

기능성 콜로이드 

실리카 합성 

원천기술 확보 

ITO 산화물 

나노입자

ITO 나노입자 

제조 기술

입도< 50nm, 투과도 > 

80%, 면 항 < 100 Ω/□

입도, 장기 

분산안정성 제어

투과도, 면 항 

특성 개선

인쇄공정 용 

 투명 극 

기  제조 기술 

개발

나노입자 기반 

투명 극 기  

제조 기술 개발

유연기 상 

ITO 필름 제조 

기술

투과도 > 85%, 면 항 < 

40 Ω/□

표면 평활도, 두께 

제어, 유연기 과의 

착성 확보를 한 

증착 공정 조건 제어

투과도, 면 항 

특성 개선

롤투롤 기반 

투명소자 합성 

평가

유연기  기반 

가 투명소자용 

극 소재 개발

ZnO 산화물 

나노입자

센서용 ZnO 

나노선 제조 

기술

나노선 구조 제어, 어 이 

소자용 집 화 기술 개발

나노선의 구조 

제어를 한 기반 

기술 확보

나노선 어 이 

제작을 통한 

집 화 센서 제작 

기술 개발

고기능성 집 화 

센서 어 이 

소자 개발

ZnO 나노선 

기반 고기능성 

센서 어 이용 

소재 개발

Phosphor 

산화물 

나노입자

LED용 백색 

형 체 제조 

기술

색좌표: (0.35, 0.35), 

색온도: 5,000 K, 장기 

안정성 기술 확보

색좌표, 색온도 특성 

제어

열화특성 개선을 

통한 장기안성성 

확보

기존 백색 

형 체 비 

물성 평가를 

통한 국산화 

가능 여부 확인

LED용 백색 

형 체 국산화 

기술 개발 

CMP 

슬러리

반도체 소자용 

CMP 슬러리 

개발

연마제 강도 제어 기술 

확보, 첨가제 특성 제어를 

통한 슬러리 기능성 제어 

기술 개발

연마재용 나노입자 

합성 기술 개발, 

연마 강도 제어 기술 

확보

dishing/erosion 

개선, 고평탄화, 

scratch 방지용 

첨가제 제어를 

통한 슬러리 

기능성 제어

반도체 소자 

공정 용을 

통한 CMP 

슬러리 응용 

가능성 탐색

반도체 소자용 

슬러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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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830 -

다공성 멤부레인

1. 개요

가. 정의 

 ○ 다공성 멤 인소재는 무수히 많은 미세 기공을 이용하여 기체, 액체  고체 물

질을 물리화학  방법에 의해 선택 으로 분리할 수 있는 소재를 말함. 다공성 멤

인소재는 유기  무기 소재로 제조되며 막의 구조에 따라 칭형과 비 칭형 

구조로 나뉘어짐.

 
 ○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  유․무기 물질을 선택 으로 분리해내는 수처리용 다공

성 멤 인 소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래에는 수처리용 다공성 멤 인 소재 기술

이 매우 요할 것으로 상됨.

나. 범

 ○ (제품 분류 ) 다공성 멤 인소재는 기공 크기에 따라 정 여과막(Micr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ltrafiltration Membrane), 나노여과막 (Nanofiltration  

Membrane),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 등으로 분류됨. 다공성 멤

인 소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재 시장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고 기

후변화, 수질오염 등의 로벌 이슈에 응되는 수처리용 다공성 멤 인소재로 

범 를 국한함.

[다공성 멤 인소재의 분류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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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수처리용 멤 인 자체와 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PVDF계, 셀

룰로오스계, 폴리에틸 계, 폴리 로필 계, PAN계, 세라믹, 하이 리드 등의 원소

재를 포함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다공성 멤 인소재)]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다공성 

멤 인소재

원소재

- PVDF계, 폴리에틸 계, 폴리 로필 계, PAN계 원소재, 

- 셀룰로오스계 원소재

- 극한환경용 세라믹 멤 인 소재

- 다기능 하이 리드 멤 인 소재

멤 인

- 이온분리용 고분자 나노여과막

- 셀룰로오스계 역삼투막

- PVDF계, 셀룰로오스계, 폴리에틸 계, 폴리 로필 계 정 여과막

- PVDF계, PAN계 한외여과막

- 고압용 분리막 모듈 (나노여과막, 역삼투막)

- 압용 분리막 모듈 (한외여과막, 정 여과막)

 ⇒ 따라서, 다공성 멤 인 소재의 범 는 

   - 정 여과막(Micr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ltrafiltration Membrane), 나

노여과막 (Nanofiltration  Membrane),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등

으로 사용되는 수처리용 다공성 소재 역이며,

   - 공 망 기 으로 수처리용 멤 인 자체와 이의 원소재에 해당하는 역이며, 

   - 기술 으로는 제조  양산 기술, 표면처리  표면개질 기술 등을 포함함.

2. 기술(특허) 분석42)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다공성 멤 인 분야의 상특허 2,993건 체에 한 각 국가연도별 출원동향에

서, 미국 특허가 체의 61.6%로써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임.

42)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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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1M-008 발 요소이외의부분의구조의세부 는그의제조방법 1,190

H01M-004 발 요소 이외의 부분의 구조의 세부 는 그의 제조방법 /제조방법일반 265

H01M-002 발 요소 이외의 부분의 구조의 세부 는 그의 제조방법 /구조,외장 138

B01D-071
재료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분리공정 는 장치를 한 반투막; 이를 해 특별히 합한 

생산공정   
90

G01N-033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65

C08J-005 고분자 물질을 포함하는 성형품의 제조 53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 국  출원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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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INEOS  

Manufacturing 

Belgium NV

7 7
Samsung SDI Co., 

Ltd.
32 37

Samsung SDI Co., 

Ltd.
4 2

2

GENERAL 

ELECTRIC 

COMPANY

1 7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9 32

General Electric 

Company
0 4

3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6 6
HONDA MOTOR 

CO., LTD.
29 10

Samsung Electronics 

Co., Ltd
4 4

4 Nanosphere. 0 5

Honda Giken 

Kogyo Kabushiki  

Kaisha

26 10
Alps Electric CO., 

LTD
3 1

5
Chevron U.S.A. 

Inc.
2 5

Asahi Glass 

Company, Limited
15 18 Nikon Corporation 3 0

(2) 국내동향

 ○ 다공성 멤 인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4년 이후 지속 으로 15

건 안 의 출원 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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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H01M-008 연료 지; 그의 제조 53

H01M-004 극( 기분해용 극 C25) 14

B01D-071
재료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분리공정 는 장치를 한 반투막; 이를 해 특별히 

합한 생산공정
5

B63B-025 화물 수용 장치, . 쌓아붙임, 하 배열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4

B65D-090 형 용기의 구성, 요소, 세부 는 부속품 3

F23D-014
평삭; 슬로 ; 단; 로우칭; 톱질; 질; 스크 이핑;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를 제거하는 속 가공을 한 유사한 작업

2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의 출원 활동이 상 으로 활발하고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 의 활동도 두드러짐.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7 (주)에 티이앤이 2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10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알 마 

인코포 이티드
2 공업 주식회사 8

3 한국화학연구원 3
동아화성(주)|(주)퓨얼

셀 워
1 삼성 공업 주식회사 3

4 한국과학기술원 2 내쇼날 워 피엘씨 1 주식회사 엘지화학 3

5
경북 학교 
산학 력단

1 바스  에스이 1
쓰리엠 이노베이티  

로퍼티즈 컴 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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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다공성 멤 인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세라믹 멤 인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2인 것으로 

분석됨

 ○ 각 구성요소의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는 속 멤 인(1.91), 고분자 멤

인(0.81), 세라믹 멤 인(0.72)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세라믹 멤 인 0.83 215.60 1.00 1.11 0.12 0.72 

고분자 멤 인 1.13 333.77  1.01 0.63 0.04 0.81 

속 멤 인 1.02 244.63 0.99 1.45 0.07 1.91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다공성 멤 인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속 멤 인(1.31), 고분자 

멤 인(0.91), 세라믹 멤 인(0.81)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속 멤 인이 4,20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공성 멤 인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속 멤 인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지만, 평균 기술독 지수가 113으로 체 으로 

기술독 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세라믹 멤 인 2,824 0.81 108.53 

고분자 멤 인 3,610 0.91 103.99 

속 멤 인 4,204 1.31 128.47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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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

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

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

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세라믹 멤 인 0.13 0.72 0.81 108.53  

고분자 멤 인 0.04 0.81 0.91 103.99 

속 멤 인 0.07 1.92 1.31 128.47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다공성 멤 인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세라믹 멤 인이 3.52로 동 분야의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

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세라믹 멤 인이 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2  이하로 낮게 악됨.  

   - 기술확보지수는 구성요소  속 멤 인을 제외한 두 구성요소의 수가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3개의 구성요소가 모두 4 으로 낮은 기술독

수 을 보임.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세라믹 

멤 인
4 1 2.8 4 4 4 3.52

고분자 

멤 인
2 2 2 4 4 4 3.2

속 

멤 인
3 2 2.6 2 4 3 2.8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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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경제 인 수처리에 한 요구 증  

 → 시장 니즈 1 : 다공성 멤 인 소재의 가격화

 ○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염수가 97.5%, 담수가 2.5%이며, 담수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26%이며 그  먹는 물은 8%에 불과함.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래에는 수처리용 다공성 멤 인소재 기술이 매우 요할 것으로 상

 ○ 세계 해수 담수 수요는 6300만톤/일 (2015)까지 증가할 망이며 이와 련된 

투자는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상됨. 2005년 해수담수에 역삼투막이 사용되는 비

이 45%이었으나 2015년에는 61% 이상 유할 것으로 망됨.

 ○ 국내의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2000년 2.9%에서 2003년 5.4%, 2006년 7.7%로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까지 연간 12.4억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

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미래에는 수자원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래에 처하게 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국가  응이 시 하며, 해결방법으로 수처리용 다공성 멤

인에 한 집 인 지원이 필수 임.

 ○ 다공성 멤 인 소재의 가격화에 따른 경제성 증가로 정수장, 하수  폐수처

리장, 해수담수화 등의 용도로 수처리용 다공성 멤 인 소재의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음.

□ 높은 해외 의존도

 → 시장 니즈 2 : 차별화된 신소재를 이용한 국산화

 ○ 수처리용 다공성 멤 인의 경우 해외 선진기업들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해서는 소재의 차별화가 필수 임.

 ○ 재 국내에서 수처리용 다공성 멤 인 소재는 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

며 소재 개발은 극히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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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공성 멤 인 소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독창 인 다공성 

멤 인 소재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하며, 고분자  세라믹 소재기업과의 력이 

필요함.

□ 다공성 멤 인 소재에 한 다양한 기술 개발 이슈  

 → 시장 니즈 3 : 여과 효율 향상을 한 핵심 기술 확보

 ○ 고압용 분리막인 역삼투막의 경우 내염소성 향상이 핵심 이슈로써, 염 제거율 

99.9% 이상, 보론 제거율 95% 이상인 다공성 멤 인 제조에 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막의 면 화를 통한 형 모듈 제조기술도 심을 끌고 있음.

 ○ 압용 분리막인 정 여과막은 강도와 투과량 향상, 내오염성 향상 등이 주요 이

슈이며, 내구성이 향상된 소재를 심으로 강도를 향상시키고 두께를 최소화함으

로써 투과량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공성 멤 인 소재와 련된 공통된 이슈로 수처리에 필요한 에 지를 감하

기 하여 효율  회수  최 화 기술이 필수 임.

 ○ 용량 수처리 랜트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해 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랜트 형화, 에 지 감, 효율 향상 등의 핵심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소재 개발  생산은 소기업에서 담당하고 랜트 엔지

니어링 기술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여 략  제휴가 필요함.

요인 Needs

- 경제 인 수처리에 한 요구 증

- 소재에 한 높은 해외 의존도

- 다공성 멤 인소재의 양한 기술 개발 이슈

⇒

- 다공성 멤 인 소재의 가격화

- 차별화된 신소재를 이용한 소재 국산화

- 여과 효율 향상을 한 핵심 기술 확보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나노 멤 인에 한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시장규모는 2009년 1,400만 달러

에서 2014년 8,9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44.3% 성장이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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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1.1 , Electronic Chemicals and Materials: The Global Market

[멤 인 시장 망]

 ○ 멤 인은 고분자, 세라믹 는 속 등의 소재로 이온, 박테리아 등의 물질을 여

과하거나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식수를 살균하거나 해수를 담수화

하는 여과막으로 활용이 되었음 

   - 최근에는 리튬이온 지 등 2차 지나 연료 지에 용되어 지 내 속  수소 

이온 등의 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소재로 시장 수요가 확 되는 추세임.

 ○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와 기업들의 기술개발 결과 멤 인 성능의 지속  신이 

이루어졌으며, 응용분야도 속히 확 되어 재 우유 등 유제품, 각종 과일 주스 

등의 식품부터 반도체, 디스 이 등 IT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용되고 있음.

 ○ 2009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세라믹 멤 인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재 300만 달러규모에서 2014년 1,100만 달러로 연평균 55.7%의 

높은 성장이 상됨.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840 -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세라믹 멤 인 시장 망]

 ○ 세라믹 멤 인의 응용 범 는 식품, 음료분야에서 기체분리, 환경, 막반응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Norton, Air products, 일본의 

NGK  insulator, 랑스의 Ceraver 등의 업체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음 

   - 세라믹 분리막이 용되고 있는 응용 분야는 액상분리에서 식품, 의약 등의 정

여과로 가장 많은 상용공정이 개발 조업 에 있음 

   - 기체분리에서는 재 상업  규모의 실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소분리, 산

소생산  합성가스 생산 분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세부 시장별로는 수처리 분야가 아직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공 상하

수, 산업용수, 담수, 순수(Ultrapure Water) 등으로 상 시장의 범 가 확 되는 

특징을 보임.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환경응용 나노기술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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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BCC Research에서 발행된 환경응용 나노기술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수질개

선용 나노멤 인 세계 시장은 2011년 재 164백만 달러의 시장규모에서 2014년 

505백만 달러로 연평균 45.2% 성장이 상되며, 정수용 다공성 멤 인 시장은 

실내공기개선용, 수질개선용 멤 인 비 재 시장규모가 약 10배 정도 큰 것

으로 나타남.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고분자 멤 인 시장 망]

 ○ 고분자 멤 인 시장 규모는 2011년 재 46백만 달러에서 2014년 119백만 달러

로 연평균 37.8%의 높은 성장이 상됨.

 ○ 고분자 멤 인 소재는 미세한 구멍이 촘촘하게 뚫린 얇은 막으로 액체나 기체를 

선택 으로 투과하거나 분리하는 첨단 소재로, 주로 담수화, 정수처리 등의 수처리 

분야나 석유 화학 랜트의 분리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음.

 ○ 국내 기업들 역시 고분자 멤 인 분야에 한 심이 높으나, 원천 소재 기술 부

재로 선진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큼. 그러나 향후 시장 발  가능성은 풍부하므로 

국내 기업들도 극 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함.

(2) 무역 황 분석

□ 다공성 멤 인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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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2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 탄소나노소재의 수출품목은 3가지 구성요소의 품목이 모두 동일하게 매칭되어 동 

분야에서는 구성요소별 분석을 제외함.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세라믹 

멤 인

기타(물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8421.21-909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8421.22-0000

기타(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8421.29-9000

기타(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39-9090

고분자 

멤 인

기타(물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8421.21-909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8421.22-0000

기타(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8421.29-9000

기타(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39-9090

속 

멤 인

기타(물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8421.21-909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8421.22-0000

기타(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8421.29-9000

기타(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39-9090

[다공성 멤 인 무역부문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세계 비 국내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액체용 여과기의 ‘10년 기  수출

(82.23 Mil$), 수입(118.29 Mil$)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액체용 여과기는 '06년부터 '10년까지 수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06년 비 수

입규모가 약 2.2배 증가함(53.46('06) → 65.84('08) → 11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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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기타(물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12.48 29.39 39.33 22.69 41.58 60.52 72.26 107.22 65.69 82.2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는 청정용

의 것

0.96 0.03 0.47 0.07 1.03 2.26 0.76 0.81 2.33 0.85

기타(액체용 여과

기와 청정기)
26.60 30.31 40.27 36.51 82.23 53.46 69.67 65.84 95.11 118.29

기타(기체용의 여

과기와 청정기)
42.52 62.45 69.82 50.02 53.04 63.62 145.65 130.94 149.76 99.28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음료용 여과기를 제외한 품목은 '10년까지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용 여과기는 수출 특화 분화로 환된 것으로 분석됨

   - 수입 특화 분야 : 액체  기체용 여과기, 액체  기체용 청정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음료용 여과기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기타(물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0.66 -0.42 -0.46 -0.49 -0.33 수입 특화 완화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는 청정용

의 것
-0.40 -0.94 -0.27 -0.94 0.09 수출 특화 환

기타(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0.34 -0.39 -0.24 -0.45 -0.18 수입 특화 

기타(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0.20 -0.40 -0.30 -0.50 -0.30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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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ember, end, inner, filter, sheet, plate, flowinternal, combustion

CR_2 dielectric, deposition, thin, light, preparing, semiconductor, barriersilver, leadlayer, substrate, surface, Method

CR_3

system, thermal, component, liquid, memberpanel, openingliquid, outer, body, dielectricfiber, fibers, 

combination, conducting, pattern, optical, tube, storage, mediaconductive, first, device, ceramic, 

particlessemiconductor, step, lower, insulating

CR_4 diffusion, electrodes, disposedplate, both, diffusion

CR_5 catalyst, cathode, assembly, solidgas, catalyst

CR_6 fuel, electrolyte, membranepolymer, fuel, material, system

CR_7 resin, resistance, solution, watermain, density

CR_8 particles, applied, resin, groupnickel, platinum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다공성 멤 인 분야 포지션맵 작성 

[다공성 멤 인 분야 클러스터링 포지션 맵] 

 ○ 다공성 멤 인 분야는 23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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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composition, oxide, containing, coatedpowder, particle, weight

CR_10
optical, parts, plastic, anti, steel, region, phase, binder, activelaminated, effectalloy, corrosion, metallic, 

providingbarrier, article, silicon, corecomponent, element, composite

CR_11 oxidant, supplying, separatorsdevice, manufacturing, portion, structureradiation, objectelectric, main

CR_12 lens, operations, acts, cable, latex, synthesis, piece, nanotubematerial, formed, high, film, electrode

CR_13 body, part, area, substantially, electricallyionic, unitselectrically, connected, apparatus

CR_14 solution, applying, producingcombustion, hot

CR_15 thermal, coatings, materialscore, metals, components, range

CR_16 metal, coating, layer, polymer, fiber

CR_17 nanoparticles, primer, additive, silicate

CR_18 film, forming, form, process, composition, same

CR_19 electrode, gas, porous, conductive

CR_20 supply, oxidant, membranes, copolymer

CR_21 sheet, support, different, hydrogen

CR_22 nano, electron, interface, laminated, set, ring, spray, mold, ink, zirconia, rubber, conductor

CR_23 filter, air, fluid, pressure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세라믹 멤 인

가스 분리막 용 세라믹 멤 인 제조기술

기 동증착에의한 공세라믹멤 인의제조기술 

가스 분리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제조 기술

매가 코 된 멤 인 제조 기술

멤 인 매 코  기술

수소분리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제조 기술

유체 여과용 세라믹 멤 인 필터 제조 기술

고분자 멤 인

2차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나노 섬유 분리막 제조기술

연료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다층 고분자 해질 멤 인 제조 기술

물여과용유기고분자멤 인의표면개질기술 

속 멤 인

다공성 속 멤 인 제조기술

가스 분리막 속 멤 인 제조기술

속 섬유 멤 인 제조기술

직교등방성을가지는신축성 속멤 인제조기술 

기능성 정 여과형 속 멤 인 제조 기술

고순도 가스 정제용 가 속 멤 인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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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세라믹 

멤 인

가스 분리막 용 세라믹 멤 인 제조기술 - - - - 

기 동증착에의한 공세라믹멤 인의제조기술 14% - - 14% 

가스 분리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제조 기술 - - - -  

매가 코 된 멤 인 제조 기술 14% - - 14% 

멤 인 매 코  기술 29% - - 29% 

수소분리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제조 기술 - - - - 

유체 여과용 세라믹 멤 인 필터 제조 기술 - - - - 

고분자 

멤 인

2차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 - - - 

나노 섬유 분리막 제조기술 29% - - 29% 

연료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  - 14% 14% 

다층 고분자 해질 멤 인 제조 기술 14% - - 14% 

물여과용유기고분자멤 인의표면개질기술 -  - - - 

속 

멤 인

다공성 속 멤 인 제조기술 29% - - 29% 

가스 분리막 속 멤 인 제조기술 - - - - 

속 섬유 멤 인 제조기술 - - - - 

직교등방성을가지는신축성 속멤 인제조기술 - - - - 

기능성 정 여과형 속 멤 인 제조 기술 - - - - 

고순도 가스 정제용 가 속 멤 인 제조 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다공성 멤 인 분야에서 ‘다공성 속 멤 인  제조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

운데 29%가 보유하고 있으며, 29%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나노 섬유 분리막  제조기술’은 보유 기술(29%), 소기업형 기술(29%)라

고 응답하 으며, ‘다층 고분자 해질  멤 인 제조 기술’은 보유 기술(10%), 

소기업형 기술(10%)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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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에 응한 소기업의 10%는 ‘연료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을 공백기술(14%), 

소기업형 기술(14%) 등의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유추해보면, 동 기술은 선 기

업이 존재하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공백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연료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다공성 멤 인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보조동력장치, 진공펌  가스 감지기의 제조, 경면가공기, 장약 치

해외 기업 General Electric Company, HONDA MOTOR, Alps Electric, Nanosphere, Chevron    

국내 기업
기업 삼성SDI, 공업, 삼성 공업, LG화학 

소기업 아이벡, 아이에스티 코리아, 성곡나노텍, 투인텍, 아 산업, 센텍코리아, 그린코트

 ○ 다공성 멤 인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

업이 단 부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1%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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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세라믹 

멤 인

가스 분리막 용 세라믹 멤 인 제조기술 특

기 동증착에의한 공세라믹멤 인의제조기술 특

매가 코 된 멤 인 제조 기술 특

수소분리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제조 기술 특

유체 여과용 세라믹 멤 인 필터 제조 기술 특

고분자 

멤 인

2차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특

나노 섬유 분리막 제조기술 특

연료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특

물여과용유기고분자멤 인의표면개질기술 특

속 멤 인

다공성 속 멤 인 제조기술 특

가스 분리막 속 멤 인 제조기술 특

직교등방성을가지는신축성 속멤 인제조기술 특

기능성 정 여과형 속 멤 인 제조 기술 특

고순도 가스 정제용 가 속 멤 인 제조 기술 특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

술명을 재정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가능성이 큰 2차 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은 공 망 분

석에서 소기업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상되나 소재‧부품 분야의 견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수처리 련 다공성 멤 인은 환경 련 이슈에 부합되며 소기업 제품으로 

합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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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세라믹멤 인
수소분리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제조기술

유체여과용 세라믹 멤 인 제조기술

고분자멤 인

2차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연료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물여과용 유기고분자 멤 인의 표면개질 기술

속멤 인
가스분리막 속 멤 인 제조기술

기능성 정 여과형 속 멤 인 제조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라믹

멤 인

수소분리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제조기술

사용온도 250-800℃,

수소농도 >60%, 선택도 

>100

고온/고압 사용가능

수소분리용 

세라믹 멤 인 

제조  수소 

분리능 향상 기술

가스 분리막의 

내열성 내압성 

향상 기술

세라믹 멤 인 

수소 분리능 

평가

고선택도 

수소분리용 

세라믹 멤 인 

개발

유체여과용 세라믹 

멤 인 제조기술

사용온도 >200℃, 

투과율 : 응용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 충족

유체여과용 

다공성 세라믹 

멤 인 기공 

제어

폐수, 폐유 등 

용 기술  

분리능 향상기술

분리능 최 화 

 모듈화

유체여과용 

세라믹 멤 인 

개발

고분자

멤 인

2차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두께 <25㎛, 기 항 

<2Ωcm
2, 기공크기 

<1㎛, 기공율 ~40%, 

puncture strength 

>300kgf/mil

2차 지 분리막 

소재 제조  

소재특성 최 화

2차 지 분리막 

용셀 특성 평가

2차 지 분리막 

용셀 특성 

최 화

2차 지용 

분리막 개발

연료 지용 분리막 

제조기술

작동온도 >80℃, 

이온 도도: 상용 

Nafion 비 동등 이상

신규 고분자 

분리막 소재 제조 

 특성 최 화

PEMFC 셀 특성 

평가

PEMFC 셀 특성 

최 화

연료 지용 

분리막 개발

물여과용 유기고분자 

멤 인의 표면개질 

기술

미생물 내오염성, 

고투과율

입자제거율 99.9%

멤 인 제조  

기공제어 기술

수처리 모듈 제조 

 특성 평가

수처리 모듈 

특성 최 화

고성능 수처리 

고분자 분리막 

모듈 개발

속

멤 인

가스분리막 속 

멤 인 제조기술

사용온도 >200℃,

투과도, 선택도

고투과성 합  

속 멤 인 

제조  특성 

향상

속 멤 인 

모듈 제조  

특성 평가

가스분리 모듈 

특성 최 화

가스분리막 속 

멤 인 개발

기능성 정 여과형 

속 멤 인 

제조기술

표면 개질을 통한 

기능성 부여

표면개질  

담지를 통한 

분리막 기능화

기능성 속 

멤 인 활용 

수처리 용

수처리용 기능성 

속 멤 인 

특성 최 화

기능성 

정 여과형 속 

멤 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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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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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세공체

1. 개요

가. 정의 

 ○ 나노세공체는 내부에 나노크기의 동공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단  무게 당 

표면 이 매우 큰 소재를 말함.

 

 ○ 재료의 비표면 이 커지면 기체나 액체의 분자를 흡착하거나 반응을 일으킬 수 있

는 면 이 늘어나므로 소량만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흡착제, 매, 

약물 달체 등으로의 응용이 가능해짐.

 ○ 재료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 이 될 경우 표면 의 증가 이외에도 양자효과에 의한 

기 , 자기 , 학 , 기계  특성의 변화가 가능하여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짐.

 ○ 나노세공체는 나노입자 합성  물성 제어 기술, 연속 량 합성 기술, 정제 기술, 

표면 기능화기술, 흡착제, 매  기타 응용 기술 등이 핵심 이슈임.

나. 범

 ○ (제품 분류 ) 내부에 나노크기의 동공을 가지는 나노세공체는 비표면 이 

100-700m2/g인 제올라이트, 500-2500m
2
/g인 비정질 메조세공 실리카, 메조세공 탄

소, 4,000-4,500m2/g인 속-리간드 배 고분자 물질 (MIL-101, MOF-177) 등으로 

나뉘어짐. 나노입자로 구성된 에어로젤의 경우는 입자 내부에 동공을 갖는다기보

다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이 나노크기의 동공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에 나노세공체의 범 에서 제외함.

[나노세공체의 분류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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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세공체의 기공크기 의 범 ]

 ○ (공 망 ) 나노세공체는 제올라이트, 메조세공 실리카, 메조세공 탄소 등의 원

소재를 포함하며, 수분흡착제, 올 핀  기체/액체 흡착제, 유해가스 흡착제, 반도

체 냉각소재, 매, 약물 달체, 이온교환제, 기체 장소재, 효소모방형 매  기

능성 나노소재 등으로 활용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나노세공체)]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나노세공체

원소재 - 제올라이트, 메조세공 실리카, 메조세공 탄소 등의 원소재

응용 제품

- CO2/CH4 분리제, 방향족/ 라핀 분리제

- CH4 장소재

- 유기탈황/탈질용 흡착제

- 약물 달체

- 효소모방형 매

 ⇒ 따라서, 나노세공체의 범 는 

   - 제올라이트, 비정질 메조세공 실리카, 메조세공 탄소, 속-리간드 배 고분자 물

질소재 역이며,

   - 공 망 기 으로 이들의 원소재에 해당하는 역이며, 

   - 기술 으로는 제조  양산 기술, 표면처리  표면개질 기술 등을 포함함.

2. 기술(특허) 분석43)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나노세공체 분야의 상특허 1,977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43)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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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미국이 체의 53.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럽에서도 활발한 출원활동이 나타남. 반면 일본은 나노세공체 분야의 특

허 출원활동이 상 으로 조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01J-029 화학  는 물리  방법, . 매,  콜로이드 화학; 그들의 련 장치 239

C01B-039

비 속 원소; 그 화합물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무기화합물 는 요소의 비를 한 효소사용  

는 발효 과정 C12P 3/00; 기 동 는 기분해에 의한 무기 화합물 는 비 속 원소의 생산 

C25B)

171

C01B-033 규소, 그의 화합물 78

B01D-053 분리(습식법에의한고체와고체의분리B03B,B03D;풍력테이블 는풍력선 기에의한것) 71

C01B-031
비 속 원소; 그 화합물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무기화합물 는 요소의 비를 한 효소사용  

는 발효 과정)
52

B01J-020
화학  는 물리  방법, . 매, 콜로이드 화학; 그들의 련 장치(특정의 응용에 한  방법 

는 장치는 그 방법)
48

[IPC 분류별 황]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854 -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과 유럽 출원인의 출원 비 이 높았으며, 일본은 상

으로 조한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INSTITUT  

FRANCAIS DU 

PETROLE

17 9 Chevron  U.S.A. 23 15
Samsung  Co., 

Ltd.
3 3

2

NGK 

INSULATORS, 

LTD.

6 9
Institut Francais 

du Petrole
13 16

Mitsubishi  

Materials 

Corporation

0 6

3
CHEVRON 

U.S.A.
6 5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13 10

Samsung 

Electronics Co., 

Ltd.

0 3

4
ABB LUMMUS 

GLOBAL.
1 8

Halliburton 

Energy Services.
17 3

NIPPON STEEL 

CORPORATION
3 0

5 IFP 1 8
NGK Insulators, 

Ltd.
13 5

NGK 

INSULATORS, 

LTD

2 0

(2) 국내동향

 ○ 나노세공체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5년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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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82B-003/00
개별단 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그의 취  는 제조
27

H01G-009/058

콘덴서; 해용 콘덴서, 정류기, 검 기, 개폐장치 감 장치 는 감온장치(유 체로

서의 특정재료의 선택 H01B 3/00; 장벽 는 표면장벽이 있는 콘덴서 H01L  

29/00)

5

C01B-033/18,

C01B-033/12

비 속 원소; 그 화합물(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무기화합물 는 요소의 비를 한 

효소사용 는 발효 과정 C12P 3/00; 기 동 는 기분해에 의한 무기 화합물 

는 비 속 원소의 생산 C25B)

4

C01B-031/02 탄소;그화합물(C01B21/00,C01B23/00이우선;과탄산염C01B15/10,카본블랙C09C1/48) 3

C01F-007/02
베릴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스트론튬, 바륨, 라듐, 토륨 화합물  희토류 

속 화합물의 제조 방법 일반
3

C01B-039/54 분자체와 염기 교환 특성을 갖는 화합물, , 결정성 제올라이트; 그의 제조 취 3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화학연구원이 37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기업은 삼성 SDI가 12건으로 두드러짐.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화학연구원 37 (주)선한엠엔티 3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12

2
재단법인서울 학교산

학 력재단
20

창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 (주)아모 퍼시픽 10

3
인하 학교 
산학 력단

15 (주)삼원엔지니어링 2
주식회사 

엘지화학|한국과학기
술원

2

4 한국과학기술원 11
에이비이비이 러머스 

로벌 
인코포 이티드

3 - -

5
고려 학교 
산학 력단

10
주식회사 

나노테크닉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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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나노세공체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나노흡착

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3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약물 달체(1.11),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1.03), 에

어로겔(1.01), 나노 흡착제(0.87) 순서이며, 약물 달체는 세계와 국내의 기술활동도

가 모두 1.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약물 달체 1.03 155.71 1.06 0.84 0.05 1.11 

에어로겔 0.99 149.73 0.97 0.77 0.09 1.01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1.03 118.92 0.95 0.93 0.11 1.03 

나노 흡착제 0.95 120.64 1.01 1.67 0.13 0.87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기술확보지수는 에어로겔이 1.15로 가장 높았으며, 에어로겔의 패 리 특허수가  

1,544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됨. 

 ○ 나노세공체 분야의 기술독 지수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나노다공성 하이 리드

의기술독 지수가 189.51로 가장 높았으나 모든 구성요소가 200  미만으로 낮은 

기술독 도를 보임.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약물 달체 1,373 1.02 105.26 

에어로겔 1,544 1.15 153.94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1,137 1.10 189.51 

나노 흡착제 793 0.70 175.46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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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약물 달체 0.05 1.11 1.02 105.26  

에어로겔 0.09 1.02 1.15 153.94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0.12 1.03 1.10 189.51 

나노 흡착제 0.14 0.87 0.70 175.46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나노 흡착제

가 3.6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의 경우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가 4 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어로겔 

과 나노흡착제의 경우도 각각 3.4, 3.2 으로 비교  높은 것으로 악됨  

   - 기술진입도의 경우 나노흡착제가 4 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가장 용이 한 것

으로 단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약물 달체 2 4 2.8 2 4 3 2.92

에어로겔 3 4 3.4 2 3 2.5 2.86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4 4 4 2 3 2.5 3.1

나노 흡착제 4 2 3.2 5 3 4 3.6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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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산업용 에 지 소비 감 요구

 → 시장 니즈 1 : 형 고효율 제습기  련 소재

 ○ 고표면  나노세공체는 에 지 약형 제습기  공기조화기 부분에서 신규 시

장 창출이 가능함 (국내 제습 냉방 시스템 시장 1조5천억, 세계시장 45조원)

 ○ 국내 산업부문 에 지소비량의 약 7%를 차지하는 산업용 건조기에 고표면  나

노세공체를 제습제로 활용할 경우 에 지효율 향상 기

□ 고표면  나노세공체 시장의 선진국 독

 → 시장 니즈 2 : 소재 국산화  핵심 기술 개발

 ○ 기존에 세계 최고의 비표면 을 갖는 나노세공체는 BASF의 BASOLITE Metal 

Organic Frameworks이었으며 재 시장 유율 1  제품임.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2010년에 개발한 KRICT C100은 비표면  4000-4300m2/g로 

세계 최고 기록 갱신 (BET 표면 : 4230 m2/g, 마이크로 세공부피: 2.1 cc/g (제올

라이트 10배)), CO2 장량: 176 wt% @ 상온 50 기압, 벤젠 흡착량: 17 mmol/g 

(활성탄 2배), 수분 흡착량: > 60 wt% (제올라이트 5배)

 ○ 화학(연) 나노세공체 (K-Nanosorb)는 100℃ 이하의 온 수분 탈착 특성으로 제습 

 습도조  련 산업에 응용 가능하고 (수요처: 제습기/건조기용 흡착제), 일본 

상업용 제습제 비 에 지 효율이 약 2배 높기 때문에 새로운 응용 분야 창출이 

가능함. 이러한 방식으로 소재 국산화를 한 핵심 기술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 고표면  나노세공체의 차별화된 흡착  달 성능

 → 시장 니즈 5 :  차세  약물 달체로의 활용

 ○ 나노세공체의 약물 담지  방출 특성을 활용하면 소량의 약물로도 약효와 안 성

을 높이고 생체  환경 친화성이 우수한 약물 달체로 활용 가능함. 기존의 리포

좀이나 고분자 약물 달체보다 최소 5배에서 60배 이상 약물 달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

 ○ 나노세공체 표면에 폴리에틸 리콜과 같은 친수성 고분자로 코 함으로써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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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효능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음. 한 완화된 속도로 약물을 달함으로써 단

시간 동안 집 인 과량 방출 시 일어날 수 있는 약물 쇼크를 방지할 수 있는 특

징을 부여할 수 있음.

요인 Needs

- 산업용 에 지 소비 감 요구

- 고표면  나노세공체 기술 선진국 독

- 고표면  나노세공체의 차별화된 성능

⇒

- 형 고효율 제습기  련 소재

- 소재 국산화  핵심 기술 개발

- 약물 달체 등 신규 응용 제품 창출

[산업시장 수요 분석  시장니즈]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약물 달체

 ○ 약물 달시스템은 인체의 필요부 에 약물이 선택 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약물의 부작용을 이고 효능, 효과를 극 화시키는 제품임. 2009년 8월 발행된 

BCC Research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달체 세계 시장 규모는 2009년 40억 

달러에서 2014년 56억 달러로 연평균 7.0%의 성장이 상됨.  

※ 자료 : BCC Research, 2009. 8 , Advanced Drug Delivery Systems: New Developments, New Technologies

[약물 달체 시장 망]

 

 ○ 나노 약물 달체 련기술은 항암제, 조 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주요 상으로 

제약기업보다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활발하게 기술 개발 진행 임. 련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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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의약 화합물 개발에 비하여 개발비용이 렴

하며 소요기간이 짧아 시장의 수요가 클 것으로 망됨  

 ○ 나노 약물 달체의 응용범 는 입자 자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입자의 고기능화로 

선택  달  외부자극에 의한 조 방출에 연구의 이 맞추어지고 있음. 이

러한 나노입자를 이용한 약물 달시스템은 항암제, 단백질 약물, 유 자 치료, 질

병의 진단(molecular imaging)에 응용되는 기술로 그 응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

으로 상됨 

□ 에어로겔

 ○ 환경 응용에 한 나노기술 세계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로겔 세계 시장 규모는 

2009년 1,300만 달러에서 2014년 3,4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21.0% 성장이 상

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나노 다공성 막 시장 망] 

 ○ 에어로겔의 시장에서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에어로겔 재료들이 

건물과 이 라인의 단열제품에서 그 외의 다른 소비제품, 센서, 기계사용  제

약분야로 시장이 범 하게 확 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에어로겔과 련된 새로운 특허가 계속 소개되고 원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

는 것도 에어로겔의 시장성을 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재 진행 인 에어로겔과 련된 연구와 개발기술들은 에어로겔을 새로운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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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 이고 경제 으로 에어로겔을 제조할 수 있

는 방법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 환경 응용에 한 나노기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100만 달러에서 2014년 170만 달러로 연평균(CAGR) 19.4% 성

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나노 다공성 막 시장 망]

 ○ 다공성 하이 리드는 수소  온실 가스 등을 친환경 , 경제 으로 분리, 회수, 

재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로 선진국 사이에서 개발 경쟁이 치열함. 

□ 나노흡착제

 ○ 나노흡착제에 한 세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흡착제 세계 시장 규모는 2011

년 130만 달러에서 2014년 3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33.8% 높은 성장이 상

됨. 최근 개발된 분말 형태의 하이 리드 나노흡착제는 코  작업을 거치면 기존 

흡착제를 사용하는 로터 시스템에 곧바로 용해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향

후 10년 안에 수만톤 이상의 규모 수요가 발생될 망임.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862 -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나노 흡착제 시장 망]

 ○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두 배 이상 에 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 흡

착제 개발에 성공하 으며, 이는 섭씨 100도 이하의 온에서 수분 흡착이 가능해 

기존 100도 이상에서 작용하는 수분흡착제보다 에 지 효율이 두 배 이상, 흡착량

은 네 배 이상 높아 산업  가정용 제습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석유화학 

흡착제  매 등에도 범 하게 사용될 망임. 

(2) 무역 황 분석

□ 나노세공체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 활성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수출입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함.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약물 달체 기타(조제 결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3824.90-9090

에어로겔 실리카겔 2811.22-9010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기타(조제 결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3824.90-9090

나노흡착제 활성탄 3802.10-0000

[나노세공체 무역부문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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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세계 비 국내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약물 달체의 ‘10년 기  수출(504.4 

Mil$), 수입(1116.1 Mil$)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실리카겔의 경우 '06년을 기 으로 '10년 까지 수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10

년에 들어 년 비 수입규모가 약 1.4배 증가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약물 달체

기타(조제 결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

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242.49 313.46 385.20 323.33 504.40 713.87 887.21 1,046.70 851.30 1,116.11

에어로겔 실리카겔 5.99 6.18 8.70 9.04 12.30 12.59 16.79 17.27 16.66 23.01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기타(조제 결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

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242.49 313.46 385.20 323.33 504.40 713.87 887.21 1,046.70 851.30 1,116.11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약물 달체, 에어로겔,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등이 '06년을 기 으로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 수입 특화 분야 : 약물 달체, 에어로겔,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약물 달체

기타(조제 결제,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0.49 -0.48 -0.46 -0.45 -0.38 수입 특화

에어로겔 실리카겔 -0.36 -0.46 -0.33 -0.30 -0.30 수입 특화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기타(조제 결제,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는 연 공업에 
따른 조제품)

-0.49 -0.48 -0.46 -0.45 -0.38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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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core, shell, copolymers, variable, amphiphilic, therapeutic, nanocomposite, glass, topology, threadlayer, based, 

component, first, methods, compositions

CR_2
server, request, interface, servicemessage, event, Web, state, object, drug, RFID, tagsrequest, client, userWeb, 

code, load, requests, database, management

CR_3 service, services, devices, programprogram, computer, associated, processing, plurality

CR_4
material, Mesoporous, carbon, layercompositions, silicon, molecular, acid, particlesporous, substrate, solution, 

same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나노세공체 분야 포지션맵 작성 

[나노세공체 분야 클러스터링 포지션 맵] 

 ○ 나노세공체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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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5 RFID, Identification, security, status, users, mobile, sidemobile, wireless, platform, networks, module, file

CR_6
nanoporous, initiator, monomers, laser, wire, sealed, ink, methylexhaust, engine, supported, olefinhybrid, 

polymerization, thin, calcination

CR_7 Method, system, metalcontent, time, processes, type, apparatusfirst, content, include

CR_8
Aerogel, insulating, loss, outermolecular, making, lowmembrane, membranes, electrode, block, ions, molecule, 

semiconductor

CR_9 mesopore, mesopores, orderedcomposite, support, two, greatersilicon, aluminum, source, zeolites, framework

CR_10

electrodes, meso, sheets, double, seed, adhesive, nanocrystalline, Ag, electrolyte, layered, SAPO, articleheat, 

mixing, mesopore, hybridgrowth, wall, nanotubes, electrodes, cross, commercialorganic, preparing, relateszeolite, 

catalyst, Method, material, data, nodearomatic, alkylation, product, reactionzone, feedstock, hydrocracking, oil, 

phosphorus, bed, vapor, fluid, surfactantstep, carried, reactor, Beta, products, separationweight, liquid, 

hydrocarbons

CR_11

cracking, propylene, stepcarbon, oxide, water, composition, hydrocarbonparticles, removal, polymer, materials, 

composite, porouscomposition, group, agentsurfactant, solid, precursor, coating, matrix, elementseparation, 

obtained, treatment, containsmatrix, mixed, slurry, ion, gel

CR_12

rubber, vulcanizing, imaging, conditioning, chambers, integer, rod, getter, DDR, sensor, pigment, platelets, 

preactivated, Matrimid, nanorods, dimensional, cladding, lensslurry, cerium, base, drying, resulting, sulfur, 

powder

CR_13 composition, group, agent, surfactant, solid, precursor, coating, matrix, element, matrix, mixed, slurry, ion, gel

CR_14
rubber, vulcanizing, imaging, conditioning, chambers, integer, rod, getter, DDR, sensor, pigment, platelets, 

preactivated, Matrimid, nanorods, dimensional, cladding, lens

CR_15 slurry, cerium, base, drying, resulting, sulfur, powder

CR_16 data, network, server, message, film, Adsorbent

CR_17 Adsorbent, adsorption, air, stream, cracking, exhaust, zone

CR_18 filter, activated, disposed, coated, part, housing, Settable, membrane, Aerogel

CR_19 film, Nano, layers, films, filter

CR_20 node, IP, detection, secondary, stack, Session, connection, Media, core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약물 달체

블록공 합체로 만들어진 나노 채  제조 기술

나노 호박 제조 기술

약물 달용 코어쉘 구조의 나노 고분자 입자 제조 기술

에어로겔
반도체 연체용 에어로겔 제조기술 개발

단열재용 실리카 에어로겔 제조기술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메탈이 도핑된 카본나노튜  제조 기술

유무기 복합 다공성 소재 개발

3차원 기공구조를 갖는 나노다공성 유리 제조 기술

나노흡착제

공기 정화용 흡착제 제조 기술

나노 흡착 필터 제조 기술

제거용 흡착체 제조 기술

이온교환형나노-메탈산화물분말흡착제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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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약물 달체

블록공 합체로 만들어진 나노 채  제조 기술 - - - -

나노 호박 제조 기술 10% - - 10%

약물 달용 코어쉘 구조의 나노 고분자 입자 제조 기술 - - - -

에어로겔
반도체 연체용 에어로겔 제조기술 개발 10% - - 10%

단열재용 실리카 에어로겔 제조기술 20% - - 20%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메탈이 도핑된 카본나노튜  제조 기술 - - - -

유무기 복합 다공성 소재 개발 30% - - 30%

3차원 기공구조를 갖는 나노다공성 유리 제조 기술 10% - - 10%

나노

흡착제

공기 정화용 흡착제 제조 기술 20% - - 20%

나노 흡착 필터 제조 기술 20% 10% - 20%

제거용 흡착체 제조 기술 10% - - 20%

이온교환형나노-메탈산화물분말흡착제제조기술 10% - - 1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 나노세공체 분야에서 ‘유무기 복합 다공성 소재 개발’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0%가 보유하고 있으며, 3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단열재용 실리카 에어로겔 제조기술’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

(20%)라고 응답하 으며, ‘공기 정화용 흡착제 제조 기술’ 역시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20%)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이온 교환형 나노기술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나노흡착체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업의 기

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한 기술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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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나노세공체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선박엔진부품, 유무기코 제, 이드, 휴 폰 장식부품데코, 오존발생기, 천연비료, 경면가

공기, 이어폰 유니트장식품, 이온활성수, 미생물농약, 생물살충제, 냉도측정기, 항진균제

해외 기업
Chevron, Mitsubishi Materials, NIPPON STEEL, Halliburton Energy Services, NGK 

Insulators, Saudi Basic Industries, ABB LUMMUS GLOBAL 

국내 기업

기업 삼성SDI, 아모 퍼시픽, LG화학 

소기업
인화정공, 그린코트, 에스인터블루, 유토포스, 동국알엔에스, 씨오텔, 아산업, 인탑스, 삼

기계, 더스텍, 오스젠, 아워텍, 아이에스티코리아, 아이데코, 국제앤틱, 비아이지

 ○ 나노세공체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90%의 기업이 완제

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

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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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요소기술 조정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약물 달체
블록공 합체로 만들어진 나노 채  제조 기술 특
약물 달용 코어쉘 구조의 나노 고분자 입자 제조 기술 특

에어로겔
반도체 연체용 에어로겔 제조기술 개발 특
단열재용 실리카 에어로겔 제조기술 특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메탈 나노입자가 코 된 탄소나노소재
유무기 복합 다공성 소재 개발 특
3차원 기공구조를 갖는 나노다공성 유리 제조 기술 특

나노흡착제

공기 정화용 흡착제 제조 기술 특
나노 흡착 필터 제조 기술 특
제거용 흡착체 제조 기술 특
이온교환형나노-메탈산화물분말흡착제제조기술 특
수분 흡착제 제조 기술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기

술명을 재정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에어로겔과 나노 흡착제에 한 기술이 상 으로 소기업이 근하기 용이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약물 달체 약물 달용 코어쉘 구조의 나노 고분자 입자 제조기술

에어로겔
반도체 연체용 에어로겔 제조기술

단열재용 실리카 에어로겔 제조기술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유무기 복합 다공성 소재 제조기술

나노흡착제
공기정화용 흡착제 제조 기술

수분 흡착제 제조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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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약물 달체

약물 달용 코
어쉘 구조의 나
노 고분자 입자 
제조기술

생체 합성  생체내 안정
성, 약물방출 속도 제어 기술 
확보

고분자 코어쉘 
구조제어  

나노입자 합성

약물 달 성능 
최 화  생체내 

합성 평가

약물 달 코어쉘 
나노입자 
생체 용

약물 달용 
코어쉘 나노 
고분자 입자 

개발

에어로겔

반도체 연체
용 에어로겔 제
조기술

기공율 >99%, 유 율 <2.1
수요제품 요구성능 충족

에어로겔 합성
유  연체 

응용
유  연체의 
반도체 용

반도체 연체용 
에어로겔 개발

단열재용 실리
카 에어로겔 제
조기술

기공율 >90%, 
열 도도 <0.02W/mK

에어로겔 
량합성

에어로겔 단열재 
용  평가

단열재 성능 
최 화

단열재용 실리카 
에어로겔 개발

나노 다공성 
하이 리드

유무기 복합 다
공성 소재 제조
기술

BET surface area >500m2/g

계면제어에 의한 
유무기 

하이 리드화  
기공제어

유무기 
하이 리드 

다공성 소재 특성 
향상

유무기 
하이 리드 
다공성 소재 

응용

고기능 유무기 
복합 다공성 
소재 개발

나노흡착제

공기정화용 흡
착제 제조 기술

농도 오염물 흡착능, 물리 
흡/탈착 충족

나노세공체 합성 
 흡/탈착 제어

나노세공체 
공기흡착제 응용

나노세공체 
공기흡착제 성능 

최 화

공기정화용 
흡착제 개발

수분 흡착제 제
조기술

수분탈착온도(재생온도) <10
0℃, 
BET surface area >1000m2/g

수분흡착용 
나노세공체 량 
제조 공정 개발

나노세공체 코  
 수분 흡착 

성능 최 화

가정용 산업용 
수분 흡착제 

응용

온 재생 
가능한 수분 
흡착제 개발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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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탄소복합소재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나노탄소복합소재는 러 , 탄소나노튜 (CNT)  그래핀과 같이 탄소원자가 나

노 크기의 수 에서 육각 상구조를 이루는 탄소나노소재가 필러로서 함유된 복

합소재를 의미

 ○ 나노탄소복합소재는 탄소나노필러의 크기  육각 sp2 구조에서 기인하는 뛰어난 

기계 , 열 , 기   학  특성을 이용하여 미래의 수송기기, 정보통신, 환경

/에 지, 바이오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반 소재

[다양한 나노탄소소재  개발 역사]

 ○ 탄소나노소재  러 은 탄소원자가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형 구조를 가지며 

이를 이용한 복합소재는 러 의 변형이 쉬운 구형성, 유기용매에의 가용성, 분자 

수용체, 도 특성  속 함유성 등의 특징을 활용한 리튬이온 지, 태양 지 

 연료 지용 소재에 활발하게 이용

 ○ CNT 복합소재는 CNT 고유의 특성인 철의 100배에 이르는 인장강도, 기존 트랜지

스터의 1,000배의 도성, 일반 속의 100배의 자 방출성  반도체 특성과 뛰어

난 수소흡착성에 기안하여 재 나노기술의 핵심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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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핀 복합소재는 기존의 탄소나노필러 ( 러 , CNT, CNF 등)에 비해 넓은 표

면 에 지, 기계  강도, 열  그리고 기  특성이 매우 우수하며, 특히 유연성

과 투명성이 뛰어나 차세  나노탄소복합소재 분야로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음.

 ○ 나노탄소복합소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5년까지 약 20.1%로 측되고 있으

며 특히 CNT와 그래핀 복합소재 분야가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상됨.

 ○ 응용분야로의 효과가 상당히 높으며 최  13배 이상의 가치 창출이 상되며, 

2015년 기  약 3,640억 달러 규모의 가치 창출이 기 됨.

 ○ 특히 그래핀의 량생산이 가능해지면 복합재료로의 응용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상되며, 특히 방열, 경량화 소재  극재료로의 발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나. 범

 ○ (제품 분류 ) 나노탄소복합소재는 러  복합소재, CNT 복합소재  그래핀 

복합소재를 의미하며, 각각의 소재 합성, 코 을 포함한 소재 표면처리  균일 복

합화를 한 능화 기술 등이 포함됨.

 ○ (공 망 ) 기존의 흑연 나노 입자  탄소나노섬유 (CNF) 등이 탄소나노소재

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sp2 육각 상 구조를 기반으로 한 3  소

재의 제조  합성, 복합화 하는 기술로 한정함.

[나노탄소복합소재의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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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44)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928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일본 특허가 체의 30.8%차지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

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44)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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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C01B-031 탄소; 그 화합물 344

B82B-003
개별단 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그의 취  는 제조   
306

H01M-004 극( 기분해용 극 77

D01F-009
다른 물질의 인조필라멘트 는 그 유사물; 그 제조; 탄소 필라멘트 제조에 특히 합한 

장치   
72

C08K-003 무기 배합 성분의 사용 64

C08F-002 탄소-탄소 불포화 결합만이 여하는 반응으로 얻어지는 고분자 화합물 44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와 삼극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

석 되었고 일본은 삼극 특허 비 이 상 으로 은 것으로 악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BASF  

AKTIENGESEL

LSCHAFT

11 13

Tsinghua  

University|HON 

HAI Precision 

Industry

39 39
Nissin  Kogyo Co., 

Ltd.
18 6

2 BASF SE 7 7
SAMSUNG 

ELECTRONICS
17 3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16 0

3 L'OREAL 3 8
FUJIFILM 

Corporation
7 4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11 4

4
Sandisk 3D 

LLC
3 5

BASF 

Aktiengesellschaft
3 8 Toray Industries 11 0

5 BASF SE 6 4 SAMSUNG SDI 6 5

(2) 국내동향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9년 141건 피크치에서 

‘10년 30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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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82B-003
개별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에 
의한 나노구조의 제조 는 처리

291

C01B-031 비 속원소 ; 그화합물 67

C08K-003 무기 배합 성분의 사용 36

D01F-009 다른물질의 인조필라멘트 는 그 유사물; 그 제조 31

B82B-001
개별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30

B01J-023 화학  는 물리  방법, . 매, 콜로이드 화학; 그들의 련 장치 17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연구기 의 출원이 가장 활발하 으며 그  한

국과학기술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경우 

삼성 자가 19건으로 가장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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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과학기술원 36 (주)나노텍|이택수 5 삼성 자주식회사 19

2
재단법인서울 학교

산학 력재단
20

하이페리온 

커탤리시스 

인터내셔  

인코포 이티드

4 세메스 주식회사 18

3 한국화학연구원 18 주식회사 나노솔루션 4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15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 주식회사 카본나노텍 4 제일모직주식회사 10

5 고려 학교 산학 력단 16 (주)나노텍 3 주식회사 엘지화학 10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

는 속함유 나노탄소 복합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

쟁력이 0.15인 것으로 분석됨

 ○ 나노탄소 복합체의 체 구성요소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복합체가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 1.03로 상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속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1.04 487.67 0.92 1.14 0.15 0.98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1.04 450.64 0.97 1.32 0.14 1.03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0.83 167.68 1.25 0.16 0.02 0.96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일정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에 한 기술확보지수는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가 

1.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고분자 함유 나

노탄소복합체가 4,787건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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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가지 구성요소  속함유 

나노탄소복합체가 상 으로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나, 3개의 구

성요소가 모두 150 미만으로 독 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속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3,296 0.74 148.80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4,787 1.17 131.40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2,373 1.24 143.17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속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0.15 0.98 0.74 148.80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0.15 1.03 1.17 131.40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0.03 0.97 1.24 143.17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속함유 나노탄소 복합체가 4.14로 련 인 라구조가 잘 구성되어 있

어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속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와 고분자함유 나노탄소 복합체가 4 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3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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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속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4 3 3.6 5 4 4.5 4.14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4 4 4 2 4 3 3.4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1 3 1.8 1 4 2.5 2.2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CNT(Carbon Nanotube) 복합소재 

□ 시장 니즈 1 : 원재료(CNT) 가화

 ○ CNT 복합소재는 도성 필름, 슈퍼커패시터,  방지 코 제, 진동 감쇄 소재, 

나노 잉크, 자  차폐/흡수 소재  고강도 구조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 기술 연구단계를 지나 응용 분야 확보단계

로 진입함. 그러나 기존 CNT 제조법으로는 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CNT 복합소재 수요 확 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히 CNT 고분자 복합소재의 경우, 범용 고분자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 으

로 렴한 다 벽 CNT라도 고분자의 필러로서 용하기에 경제 /심리  항이 

매우 큼. 따라서 기존 제조법 (CVD법, 아크방 법, 이져법)에서 수율과 순도를 

획기 으로 향상 시키거나 새로운 개념의 CNT 제조법에 한 기술 개발이 반드

시 필요함.

□ 시장 니즈 2 : 특성 안정화

 ○ 시장에서 제품으로 안정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복합소재의 사용되는 CNT의 

물성 안정화가 우선 으로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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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량 생산된 CNT는 입경, 길이 등의 구조제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 batch

별 물리 /화학  특성의 균일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음

 ○ CNT 처리, 기지소재와의 균일분산 등 복합소재 제조기술을 안정화하여 균일한 

특성을 발 하는 소재 개발이 선행 

□ 시장 니즈 3 : 고기능화

 ○ CNT 자체의 기계 , 기 , 열  성질은 매우 우수하나 이를 이용하여 복합소재

로 만들었을 때에 이론  상 값에 비해 으로 못 미침.

 ○ 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CNT 복합소재로는 CNT의 기 도도를 이용한 자기 

차폐/흡수소재, 열 도도를 이용한 방열소재 등이 유력하나, 기술  한계에 의하여 

CNT 복합화 효율이 낮은 것이 실임. 

 ○ 응용시장을 확장하기 해서는 복합화 효율을 향상시킬 기술개발이 필요함. 핵심기

술로는 CNT 표면처리기술, 기지내 분산  배향기술 등이 있으며, 특히 CNT의 배

향 기술은 복합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제일 요한 기술임. CNT도 일종의 

각형비를 가진 섬유로서 배향을 통해 복합소재의 기능을 재단할 수 있기 때문임.

(2) 러 (Fullerene) 복합소재

□ 시장 니즈 1 :  고효율화

 ○ 유기태양 지의 고효율화를 하여 러  유도체가 포함된 복합소재가 활성층으

로 우수한 성능을 구 하고 있으나 다른 태양 지 시스템과 비교하여 효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시장의 유율을 획기 으로 향상시키기 한 고효율화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시장 니즈 2 : 신수요 발굴 

 ○ 아크 방 을 통해 러  량 생산 기술이 개발된 이후, 러 의 특성을 이용한 

복합소재는 고온 도 재료, 러  고분자, 나노 베어링, 나노 캡슐  발 체

로의 응용 가능성이 확인됨. 

 ○ 러  복합소재의 신수요 발굴을 해서는 기술 인 측면에서 러  화학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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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술  복합소재 최  formulation 개발이 반드시 선행

 ○ 최  20% 정도의 낮은 수율로 인해 러 의 생산 원가는 매우 높으며 용해도 향

상을 해 개발된 러  유도체 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러  자체보

다는 러  유도체의 응용성이 높기 때문에 독자 인 러  변성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원소재의 종류/비율이 최 화 되어야하고 morphology와 결정화도 제어를 해서

는 첨가제 등이 요구 될 수 있음. 원소재 개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지만 

복합소재의 최  formulation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이 가능함.

(3) 그래핀 복합소재  

□ 시장 니즈 1 : 원재료(그래핀)의 고품질화  량생산화

 ○ 그래핀 복합소재는 재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다양한 응용분야 확보와 

확장을 해서는 우선 고품질의 그래핀 확보와 량생산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고품질화기술 : 고순도 성장, 온 성장, 구조제어 성장, 결정성제어, 선택  성

장, 방향제어 성장 등

    * 량생산기술 : 화학  박리법에서는 산화도를 획기 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등

 ○ 그래핀 복합소재의 상 시장은 ITO 체 투명 극용 소재, 미래자동차용 스마트 

소재, 자기 차폐 소재, 고방열 소재, 화학센서 등이 있음. 

□ 시장 니즈 2 : 물성 발  

 ○ 그래핀 복합소재의 시장을 태동시키기 해서는 원하는 요구 물성을 발 하는 소

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 인 과제임.

 ○ 표 인 기술이 그래핀 분산기술임. 기존의 분산 방법으로는 우수한 물성을 가지

는 그래핀/고분자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분자와 그래핀 

간의 상호 작용력을 증 시키는 새로운 분산기술이 필요. 소재 에서는 이 기

술을 응용하여 용도에 맞도록 기능화할 필요가 있음.

    * 그래핀 분산기술 : 그래핀에 화학  능기를 부여하여 자체 인 응집 상을 

이고, 그래핀 표면에 상용성이 높은 분자를 결합시켜 고분자와의 결합력을 향상

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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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니즈3 : 원천기술  표 화 조기확보

 ○  세계 으로 그래핀 복합소재 분야는 연구 개발 기단계이므로 원천기술 획득

이 용이한 시 이며 국가별 시책에 따라 기회요소가 높기 때문에 국제 표 화에 

우 를 할 수 있음.

 ○ 그래핀의 국내/외 시장은 재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재 일부 시장에서 거래되

고 있는 제품은 실험용 샘  용도이므로 가격  규모는 매우 유동 이므로 기술 

조기 확보로 시장을 선 할 수 있음.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속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 나노복합체에 한 세계 시장 보고서 내 속 나노복합재료 시장에 따르면 2011년 

1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8억 달러로 연평균 12.7%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속-나노탄소복합체는 작은 고분자간 틈 혹은 양자 으로 인해 재료가 고 도

성을 띠는 지 인 침출문턱 이하에서 의도한 기계  기  성질을 나타내며, 일

반 으로 속 나노복합체는 강도향상, 기체 물질의 분리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1 , Nano composites, Nano particles, Nano clays, and Nano tubes

[나노 복합체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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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나노복합체 제품은 탄소나노튜 와 속이온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분자수

공정을 통해 나노 복합분말을 제조하는 기술로 일반 으로 속에 혼합된 탄소 나

노튜 는 지지체로 거동하여 재료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혹은 열 도도를 증가 시

키는 기능을 하여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

□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 2010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나노복합체 시장 보고서 내 탄소 나노튜  복합재

료 시장에 따르면 2009년 5,600만 달러에서 2014년 147백만 달러로 연평균 21.2%

시장이 성장 할 것으로 상됨 

 ○ 탄소나노튜  복합체는 고분자 복합체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어 일반 으로 탄

소나노튜  복합체라고 하면 탄소나노튜 /고분자 복합체를 지칭하기도 하며, 향

후 시장 발  가능성이 풍부하여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극 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자료 : BCC Research, 2010.1 , Nano composites, Nano particles, Nano clays, and Nano tubes

[나노 복합체 시장 망]

 ○ 탄소복합체의 독특하고 우수한 기 , 물리 , 화학  특성으로 인하여 에 지 

장  변환 장치에서의 역할이 크게 기 되었으나 탄소나노튜  단독으로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아직은 기존의 재료에 비해서 월등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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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최근 한국, 미국, 일본, 국의 탄소나노튜  소재의 량합성 기술과 설비 

확보로 인한 탄소나노튜  소재 가격의 격한 하락 추세 등을 볼 때 에 지 변환 

 장 장치 분야에서의 탄소나노튜  응용 기술의 실용화는 빨라 것으로 상됨 

□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 나노복합체에 한 세계 시장 보고서 내 세라믹 나노복합재료 시장에 따르면 2011

년 7,500만 달러에서 2014년 145백만 달러로 연평균 24.6% 높은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1 , Nano composites, Nano particles, Nano clays, and Nano tubes

[나노 복합체 시장 망]

 ○ 세라믹 나노복합체의 응용은 재료분야뿐만 아니라 자, 학, 에 지, 우주항공, 의

학 등의 거의  산업분야의 응용이 가능하고 특히, 구조재료분야에서 나노복합체

는 기존의 복합체에 비해 강도와 인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력,  내마모성 삭재료 등으로도 응용되고 있음

 ○ 한 생체분야에서는 세라믹의 생체친화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차세  슬

, 기타 인공  부분  치과재료에 응용되어 biotechnology에 nano technology

를 목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막 한 학문 , 경제  효과를 통한 

시장의 고 성장이 상됨 

(2) 무역 황 분석

□ 나노탄소 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7개 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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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속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분(동) 7406.20-1000

분(니 ) 7504.00-1000

분(알루미늄) 7609.10-0000

분(코발트와 그 제품) 8105.20-3000

분(티타늄) 8108.20-2000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나노소재의 경우 나노기술을 응용한 분야에 용이 가능한 바, HS 코드체

계상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나노소재의 경우 나노기술을 응용한 분야에 용이 가능한 바, HS 코드체

계상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나노탄소 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코드]

 ○ 고분자함유 나노탄소복합체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의 경우 HS 코드분류가 명

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알루미늄)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출입거래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수출입 황을 보면, 니 의 규모가‘10년 기  수출(2.6 

Mil$), 수입(107.7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니 은 '06년을 기 으로 '10년까지 수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10년에 들어 

'09년 비 약 55% 수입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38.65('06) → 62.81('08) → 

107.70('10))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속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분(동) 0.07 - 0.07 0.50 3.53 4.29 4.64 4.07 2.65 5.17

분(니 ) 2.10 1.40 2.40 1.52 2.59 38.65 67.56 62.81 60.29 107.70

분(코발트와 

그 제품)
4.71 9.83 11.40 2.91 3.82 29.01 42.47 63.53 21.79 39.04

분(티타늄) 0.49 0.61 1.50 0.03 0.01 0.87 1.13 1.30 0.78 1.08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속함유 나노탄소 복합체분야 4가지 품목은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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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속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분(동) -0.97 -1.00 -0.97 -0.68 -0.19 수입특화 완화

분(니 ) -0.90 -0.96 -0.93 -0.95 -0.95 수입특화

분(코발트와 그 제품) -0.72 -0.62 -0.70 -0.76 -0.82 수입특화 강화

분(티타늄) -0.28 -0.29 0.07 -0.94 -0.98 수입특화 환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작성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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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nanostructure, planar, architecture, dot, padboard, plating, carbide, head, graphite, foam, 

nanostructures, insulation, primer, bearingcarbonaceous, sites, actuator, detector, wave, 

supporting, central

CR_2 agent, relates, organiccomposition, containing, matrix, process

CR_3 selected, compound, coating, liquidpigment, unit, hydrogen, nanoparticles

CR_4
clay, sheet, vinyl, Toner, acrylic, cross, atom, ethylene, plasma, polishing, zeolitenano, 

composites, polymeric, additive

CR_5 adding, mixing, composite, methods, groupsolution, dispersed, producing

CR_6 produced, stepmetals, obtain, reduced, printing, image

CR_7 ester, epoxy, fluorinated, colorant, latexobtainable, styrene, salts, silicate

CR_8 resist, lowhigh, formhydrophilic, soluble

CR_9 thermoplastic, particulate, oilparticular, modified

CR_10
aggregate, colorconducting, paste, complex, networkvolume, characterized, specificobject, 

Hybrid, amorphous, dispersantaverage, rangePorous, filler, product, transition

CR_11

abrasive, slurry, parts, release, paper, lithium, wiringprimary, colloidal, ionicelectrolyte, 

fueldegree, separation, continuous, distributedflame, Elastomeric, black, housing, nanofibers, 

Electro, lens, molten

CR_12

materials, propertiesperfluorooctanoate, reworkable, bicomponent, transpolybutadiene, antenna, 

slip, gun, PTC, sulphonamide, liner, structured, square, Tape, PME, photoreceptors, 

holographic, permeable, nonlinear, belts, Tinted, document, foaming

CR_13 highly, added, silica, numbergreater, mass

CR_14 solid, powdercomponent, treatment, monomer

CR_15 metals, obtain, reducedprinting, image

CR_16 printing, imageester, epoxy, fluorinated

CR_17 ester, epoxy, fluorinated, colorant, latex

CR_18 colorant, latexobtainable, styrene, salts, silicate

CR_19 obtainable, styrene, salts, silicateresist, low

CR_20 resist, lowhigh, form

CR_21 high, formhydrophilic, soluble

CR_22 hydrophilic, solublethermoplastic, particulate, oil

CR_23 thermoplastic, particulate, oilparticular, modified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는 23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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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 리스트]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속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Graphene/CNT 기반 고효율 계방출 소재 제조 기술

나노구조 기반 FET 제조 기술 

Carbonnanotube 기반 photovoltaiccell 제조기술 

CNT 기반 opticalpolarizingfilm 제조기술 

연료 지용 속나노 입자-탄소나노튜  복합제 제조 기술 

속이온을 이용한 속-탄소나노튜 의 제조기술

고강도 알루미늄-탄소나노튜  복합소재 제조기술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고분자 복합체 기반 LED 기술 개발

에 지 장용 나노  형상  도메인 제조 기술

PTC용 나노복합체  thermistor 제조기술 

고분자복합체기반Photochromic기술 

 엑 에이션 특성의 탄소나노튜 -엘라스토머 복합체 개발 기술

정 기  인력을 응용한 고분자-탄소나노튜  복합체 제조기술 

차폐용 도성 고분자-탄소나노 튜  하이 리드 개발 기술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나노구조 기반 non-volatile memory 제조 기술

에 지 장용 나노  형상  도메인 제조 기술

graphene복합체 기반 supercapacitor 제조기술 

세라믹복합체 기반 SAW기술 

열 도성을 가진 탄소나노튜 -세라믹 복합체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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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
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
5)

성숙기술3) 공백기술4)

속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Graphene/CNT 기반 고효율 계방출 소재 제조 기술 8% - - 8%

나노구조기반FET제조기술 8% - - 8% 

Carbon nanotube기반 photo voltaic cell제조기술 - - - -

CNT기반 optica lpolarizing film제조기술 - - - -

연료 지용 속 나노입자-탄소나노튜  복합제 제조기술 8% - - 8% 

속이온을 이용한 속-탄소나노튜 의 제조기술 25% - - 25% 

고강도 알루미늄-탄소나노튜 복합소재제조기술 17% - - 17%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고분자 복합체 기반 LED 기술 개발 - - - -

에 지 장용 나노  형상  도메인 제조 기술 8% - - 8% 

PTC용 나노복합체  thermistor제조기술 - - - -

고분자복합체기반 Photochromic기술 17% - - 17% 

 엑 에이션 특성의 탄소나노튜 -엘라스토머 복합체 개

발 기술
- - - -

정 기  인력을 응용한 고분자-탄소나노튜  복합체 제조

기술 
- - - -

차폐용 도성 고분자-탄소나노 튜  하이 리드 개발 기술 8% - - 8%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나노구조 기반 non-volatile memory 제조 기술 8% - - 8% 

에 지 장용 나노  형상  도메인 제조 기술 17% - - 17% 

graphene복합체기반 supercapacitor제조기술 - - - -

세라믹복합체기반SAW기술 17% - - 17% 

열 도성을 가진 탄소나노튜 -세라믹 복합체 제조 기술 17% - - 17%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2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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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에서 ‘ 속이온을 이용한 속-탄소나노튜 의 제조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5%가 보유하고 있으며, 25%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

라고 선택함

   - 그 외 ‘고강도 알루미늄-탄소나노튜  복합소재 제조기술’은 보유 기술(17%), 소

기업형 기술(17%)라고 응답하 으며, ‘고분자 복합체기반 Photochromic기술’은 보

유 기술(17%), 소기업형 기술(17%)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기술들은 체 으로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할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나노탄소 복합체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악기용 학 즈용 크리 , 라미네이 필름, 반도체장비, 탄소나노튜 , 유기 TNT 건조장비, 

나노섬유밴드, 건축용 라스틱, 기능성 고분자소재, 항공기 엔진 부품, 무인자동운반장치, 천연

비료, 탄소복합체, 난방필름, 주변설비, 조립제품, 이 마킹기, 미생물 농약, 생물살충제

해외 기업 Nissin Kogyo,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Toray Industries FUJIFILM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세메스, 삼성SDI, 제일모직, LG화학 

소기업

제이티, 비코, 미래컴퍼니, 카본나노텍, 한성하이텍샤시, 제일정공, 아시아테크, 스 로, 나노

미래, 로텍, 엔에이치코 , 유로테크, 주, 부 에스엠티, 나노솔루션, 진산 라스틱, 조일, 지

엔테크

 ○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42%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소기업이 공  사슬

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신소재나노융합

- 889 -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
1)

속함유 

나노탄소복합체

엑스선용  Graphene/CNT 기반 고 류 도 계방출 소재 제조 기술 특, 

그래핀기반 나노구조 FET제조기술 특, 

Carbon nanotube기반 photovoltaic cell제조기술 특

CNT기반 optical polarizing film제조기술 특

연료 지용 속나노입자-탄소나노튜  극소재 제조기술 특, 

속이온을 이용한 속-탄소나노튜 의 제조기술 특

고강도 알루미늄-탄소나노튜  복합소재 제조기술 특

고분자함유 

나노탄소복합체

고분자 복합체 기반 LED 기술 개발 특

PTC용 나노복합체  thermistor 제조기술 특

고분자 복합체기반 Photochromic 기술 특

엑 에이터용 탄소나노튜 -엘라스토머 복합체 개발 기술 특, 

정 기  인력을 응용한 고분자-탄소나노튜  복합체 제조기술 특

차폐용 도성 고분자-탄소나노 튜  하이 리드 개발 기술 특,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나노구조 기반 non-volatile memory 제조 기술 특

에 지 장용 나노시트/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특, 

graphene복합체기반 supercapacitor 제조기술 특

세라믹 복합체기반 SAW기술 특

고방열용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소재 제조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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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속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엑스선용 

Graphene/CNT 

기반 고 류 도 

계방출 소재 제조 

기술

의료용 X-선  발생기용 냉음극 

소재로, anode 류  수명, 

냉음극 원 크기의 개선이 

필요

류>1mA,  

수명>직류 

10시간, 

크기<0.5cm
2

류>5mA,  

수명>직류 10시간, 

크기<0.2cm
2

류>7mA,  

수명>직류 

10시간, 

크기<0.15cm
2

류>10mA,  

수명>직류 

10시간, 

크기<0.1cm
2

연료 지용 

속나노입자-탄소

나노튜  극소재 

제조 기술 

1.탄소나노튜 의표면개질을통

한 속입자성장기술

2.CNT-metal나노 우더복합소

재의표면 메조기공극 화

3. 매입자안정성극 화를통한

연료 지효율향상

비축 용량  

>100F/g

비축 용량  

>200F/g

비축 용량  

>300F/g

연료 지  극 

성능 향상을 

한 CNT-metal 

나노 복합소재 

개발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속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엑스선용 Graphene/CNT 기반 고 류 도 계방출 소재 제조 기술

연료 지용 속나노입자-탄소나노튜  극소재 제조 기술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복합체

엑 에이터용 탄소나노튜 -엘라스토머 복합체 개발 기술

차폐용 도성 고분자-탄소나노 튜  하이 리드 개발 기술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에 지 장용 나노시트/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고방열용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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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고분자 

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엑 에이터용 

탄소나노튜 -엘라

스토머 복합체 개발 

기술

1.  탄소나노튜 의 균일 배향

2.탄소나노튜 의yarn 고분자

복합필름제조기술

3. 강성/고연신유 성엘라스

토머개발

굽힘  변형율 

>5%

굽힘  변형율 

>7.5%

굽힘  변형율 

>10%

CNT  함유 

유 성 

엘라스토머 

복합소재를 

이용한 고성능 

액 에이터 개발

차폐용 도성 

고분자-탄소나노 

튜  하이 리드 

개발 기술

탄소나노튜 / 속 하이 리드 

입자 제조, 분산 기술을 통한 

고 도성 고분자 복합소재 

개발

면 항:<10W/□ 면 항:<5W/□ 면 항:<2W/□

탄소나노튜 /

속  하이 리드 

입자 복합화를 

통한 자  

차폐용 복합소재 

개발

탄소-세

라믹 

나노복합

체

에 지 장용 

나노시트/나노복합

소재 제조 기술

나노시트 제조  박리 기술, 

도성 고분자 융합기술

나노시트  

구체 형성기술, 

10nm 미만

um단 나노시트

박리기술개발 고

분자바인더개발 

나노시트  

복합체 특성 

평가, 균일도 

<~10 %, 비 항 

<~100 uohmcm

고균일도를  

갖는 고 도 

나노시트 복합체 

개발

고방열용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1.  CNT의 세라믹 기지 내 

균일   분산

2.열 도성네트워크설계

3.고열 도도세라믹소재의개발

연형  

열 도도 

>10W/mK

연형  열 도도 

>20W/mK

연형  

열 도도 

>30W/mK

연형  고방열 

소재를 한 

CNT-세라믹 

나노 복합소재의 

개발

나. 로드맵 작성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892 -

나노입자 복합소재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이종 성분의 나노입자를 구조 제어하여 복합화 함으로써, 기존 소재의 물성한계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물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용할 수 있는 신개념

의 나노복합소재

  

 ○ 나노입자 복합소재는 유기를 기반으로 무기 나노입자를 활용한 유기/무기 나노입

자 복합소재, 속나노입자를 활용한 유기/ 속 나노입자 복합소재  속입자를 

기반으로 속, 세라믹 나노입자를 활용한 입자 복합화 나노소재로 분류가 가능함. 

 ○ 유기/무기 나노입자 복합소재는 1Å-10nm 크기의 원자 는 분자 벨에서 유기

성분과 무기성분이 결합된 소재

    * ( 시) 고분자/실리카 나노입자 복합소재: 내마모성 코   LCD 스페이서 소

재 등으로 활용

[형태 차원에서 입자 복합화 나노소재의 종류]

 ○ 열  안정성  고투명성 등의 장 을 가진 무기 입자인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에 

고분자를 코 한 고분자/실리카 나노입자 복합소재는 화장품, 잉크,  페인트들의 

충진재 혹은 binder들과의 상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학 즈, 메

모리 디스크, 생체재료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도 용하기 한 기술 개발에 노력

 ○ 내마모성이 뛰어난 공유결합형 유기/무기 나노입자 복합소재 개발을 통해 도성 

고분자  electroactive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에 지 분

야에 용하여 해당 성능의 고효율을 유도하기 한 유기/ 속 나노 콜로이드 합

성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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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는 세계  이슈인 환경오염 감에 을 맞춘 유기/무기 나노입자 복합소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활용분야를 자․정보, 에 지 분야로 

확 하기 한 유기/무기 복합소재 개발  형상제어에 한 연구를 일부 학에

서 수행하고 있는 단계

 ○ 입자복합화 나노소재는 자성소재 분야에 용하기 한 연구를 집 하고 있음. 각

종 모터, 엑 에이터, 센서 등의 핵심소재로 자동차, 가 , 정 공작기계 뿐만 아니

라 MRI와 같은 의료기기, 음향기기, 자기부상열차에까지 활용이 가능하여, 련 

시장은 빠르고 지속 인 성장 추세에 있음.

 ○ 나노자성입자를 활용한 입자 복합화 나노소재는 미래형 자동차에 사용될 고효율/

고성능 모터시장의 엄청난 시장 확 가 상되며, 자동차수요가 폭발 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되는 국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상

나. 범

 ○ (제품 분류 ) 나노입자 복합소재는 유기를 기반으로 무기 나노입자를 활용한 

유기/무기 나노입자 복합소재, 속 나노입자를 활용한 유기/ 속 나노입자 복합

소재  속입자를 기반으로 속, 세라믹 나노입자를 활용한 입자 복합화 나노

소재로 분류가 가능함. 심을 이루는 나노입자  모체(matrix)에 해당하는 소재

의 합성, 코 을 포함한 소재의 표면처리, 나노입자의 균일한 분산을 한 기술 개

발 등이 포함됨.

 ○ (공 망 ) 나노입자 복합소재는 나노입자의 제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 재료를 깎고 다듬어서 나노미터 수 의 가공을 통해 나노미터 크기로 소

형화 하는 탑다운(Top-down)방식과 원자나 분자를 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자기조

립방식을 이용하여 나노미터 단 로 원하는 기능, 구조체를 형성하는 바텀업

(Bottom-up)방식으로 나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 보다는 나노입자 

복합소재를 이루는 원재료  이의 응용기술로 한정함.

[입자 복합화 나노소재의 각 형태에 따른 종류와 특성]

구 분 종 류 특  성 용분야

코 형 나노입자
복합소재

․ 속- 속 
: Dy@NdFeB 등
․ 세라믹- 속
 SiO2@FeNi 등

․ 속나노입자의 산화 억제
․ 코 층의 생체 활성
․ 연 는 유 체 복합
․ 분산 극 화

․ 자성소재
  - 고성능 자석 
  - 자기흡수체
  - 생체/자성분리 소재

도핑형 나노입자 
복합소재

․ 속-세라믹
 TiO2 embedded 
    with W

․ 도핑원소의 효과
  - , 열 특성 향상
․ 속나노입자의 산화 억제
․ 생화학  활성화

․ 환경소재
  - 매
․ 소재
  - 발 소재 

담지형 나노입자 
복합소재

․ 속-세라믹
  : Pt on SiC

․ 담지입자의 화학  활성화
․ 다공성 지지체의 분리효율

․ 환경소재 
  - 반응 매
  - 분리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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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45)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041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의 41.1%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45)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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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C08K-003 무기 배합 성분의 사용 26

C08K-009 처리된 배합 성분의 사용 13

B82B-003
개별 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 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합에 의한 나노 구조의 제조 는 처리

12

C08F-002 탄소-탄소 불포화 결합만이 여하는 반응으로 얻어지는 고분자 화합물 9

C08J-003 고분자 물질의 처리 는 혼합 방법 8

C01B-031 탄소; 그 화합물 8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유럽은 삼극 특허의 비율이 비삼극 특허 비 약 10배 정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 자  삼성 SDI 가 3개국 주요 출원인으로 모

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4 34
Eastman  Kodak 

Company
3 6

Samsung  SDI 

Co., Ltd.
4 2

2
Samsung SDI 

Co., Ltd.
5 21

Samsung 

Electronics Co., 

Ltd.

8 1
General Electric 

Company
0 4

3
Panasonic 

Corporation
8 17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6 0

Samsung 

Electronics Co., 

Ltd.

0 4

4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3 19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0 5
Alps Electric CO., 

LTD
3 1

5

Asahi Glass 

Company, 

Limited

2 17
Natural

Nano
2 2

Nikon 

Corporation
3 0

(2) 국내동향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9년 54건 피크치에서‘10

년 12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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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82B-003
개별 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 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
한된 집합에 의한 나노 구조의 제조 는 처리

92

C08J-003 고분자 물질의 처리 는 혼합 방법 13

B82B-001
개별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
된 집합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13

C08K-003 무기 배합 성분의 사용 10

C08K-009
처리된 배합성분의 사용( 처리된 고분자 물질을 함유하는 물품 

는 성형체의 제조에 있어서 섬유질 재료의 사용 
10

C08J-005 고분자물질을 포함하는 성형품의 제조 7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연구기 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특히, 서울 , 한

국화학연구원 등의 출원이 각각 15, 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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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재단법인서울 학교산

학 력재단
15

주식회사  

동운인터내셔
3

제일모직

주식회사
3

2 한국화학연구원 14 (주)더페이스샵코리아 2
쓰리엠 이노베이티  

로퍼티즈 컴 니
3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
이노 나노-마테리아

이스  아반카도스, 
에스.에이.

1
삼성 자

주식회사
3

4 서울 학교산학 력단 7 - - 주식회사 엘지화학 2

5
연세 학교 

산학 력단
7 - -

삼성 기

주식회사
1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

는 속 나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0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활동도에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속 나노입자가 1.262으로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상 으로 높은 구성요소인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속 나노입자 1.03 647.81 0.74 1.12 0.10 1.26

세라믹 나노입자 0.96 474.19 1.32 0.85 0.09 0.68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속나노입자(1.03), 세라믹 

나노입자(0.97) 순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속나노입자가 10,876건으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2가지 구성요소 모두 100미

만으로 다수의 기업에 의하여 특허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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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속 나노입자 10,872 1.03 79.18 

세라믹 나노입자 8,106 0.97 82.60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

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

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

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속 나노입자 0.11 1.26 1.03 79.18 

세라믹 나노입자 0.09 0.68 0.97 82.60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속나노입자가 3.86으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

야인 것으로 분석됨

   - 세라믹나노입자는 분야는 기술진입도 부문에서 4 을 기록한 반면 기술성숙도는 

2.2 으로 기술  인 라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인 것으로 단됨 

구성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속 나노입자 4 5 4.4 2 5 3.5 3.86

세라믹 나노입자 3 1 2.2 3 5 4 3.2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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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나노입자 복합소재

 □ 시장 니즈 1 :  나노 입자 크기 제어  균일화 

 ○ 물질이 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면 그 표면의 성질이 극 화 되어 기존의 벌크 물질

과는  다른 물리 , 화학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나노입자 복합소재의 물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 나노 입자의 크기  균일성임. 

 ○ 나노입자 복합소재를 학 즈, 메모리 디스크, 생체재료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용하기 해서는 나노 입자의 크기  크기 분포를 정확히 조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시장 니즈 2 : 다기능화

 ○ 기계  학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소재의 경우, 투명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내부식코 , 내오염/발수코 , 정 기 방지 코 , 기체 

차단성 코 , 반사방지 코 , 고굴  즈, GRIN, 웨이 가이드, 섬유, 마이크로 

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

 ○ 인공   치아, 분리막 등 생체분야에 용되는 유기-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소재는 기

계  특성  표면 특성 등 한 가지 이상의 다양한 기능성을 필요로 함.

 □ 시장 니즈 3 : 환경친화성

 ○ 시장을 안정화하기 해서는 미세 상태에서 나노 구조체를 합성, 제어하기 때문에 

에 지의 사용, 부산물의 처리, 인체에의 향 등 환경친화성을 보다 엄 하게 제

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이 리드형 나노입자 복합소재

 □ 시장 니즈 1 : 혼화성 (miscibility)

 ○ 나노입자와 기질간의 혼화성을 높이기 하여 유-무기 간의 졸-겔 반응, 수소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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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 결합을 통한 유기- 속 간의 결합성 증 를 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에는 음이온 합법을 통하여 합성한 multi-phase 블록공 합체를 이용한 말단 

기능화 된 유기 기질  양쪽 친화성(amphiphilic)을 가진 상용화제(compatibilizer)

를 개발하여 나노입자와의 혼화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장 니즈 2 : 성능 극 화 

 ○ 단순 혼합형 일반 복합재의 경우 구성 소재간의 혼화성이 요하지만 나노입자 

복합소재의 경우 나노입자와 기질간의 혼화성 외에 기질 내에서 나노입자의 분산

성이 성능을 극 화하기 하여 매우 요함.

 ○ 기계 , 학  물성을 필요로 하는 고분자-실리카 나노입자 복합소재의 경우 고

분자 내에서 실리카의 분산성을 높이기 하여 다양한 코  기법  분산제가 이

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블록공 합체의 자기조립 상을 이용하여 나노자성입자를 유기물 기질 

내에 규칙 으로 배치하여 입자복합화 나노소재의 성능을 극 화 할 수 있는 기

술이 개발되고 있음.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 나노복합체에 한 세계 시장 보고서 내 세라믹 나노복합재료 시장조사에 따르면 

2011년 7,500만 달러에서 2014년 145백만 달러로 연평균 24.6%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세라믹 나노복합체는 작은 세라믹 입자가 다른 입자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알루미

나 입자 안에 나노크기의 탄화규소가 들어있는 복합재료이며 우수한 내마모성, 화

학  안정성, 내부식성, 단열특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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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0.1 , Nano composites, Nano particles, Nano clays, and Nano tubes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시장 망]

 ○ 나노결정질 세라믹의 독특한 특성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부품, 삭공구, 미세 필터, 구부러지는 도체선, 학 커넥

션 부품분야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꾸 히 상승할 것으로 망됨

   - 나노 세라믹의 향상된 이온 도도를 이용하여 산소센서와 연료 지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공크기가 작고 분포가 좁아서 세라믹 필터로 응용이 가능함 

 □ 속 나노입자 복합체

 ○ 나노복합체에 한 시장 보고서 내 속 나노복합재료 세계 시장조사에 따르면 

2011년 127백만 달러에서 2014년 182백만 달러로 연평균 12.7%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1 , Nano composites, Nano particles, Nano clays, and Nano tubes

[탄소-세라믹 나노복합체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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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복합체는 단일 소재가 갖는 물성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소재를 물

리  는 화학 으로 나노 수 에서 혼성화한 소재로서 도도, 기계  강도, 

학 ․자기  특성, 매 활동도, 투과성 등의 물성 향상 효과가 훌륭함

   - 속/고분자 나노복합체는 태양 지, 바이오센서, 고효율 매, 비휘발성 메모리 

등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분야임

 ○ 속나노입자의 메인은 , 은이었지만, 최근에는 동나노 입자도 시장에서 주목받

고 있으며 의약품의 연구개발 이외에 단기 으로는 마이크로/서 나노 벨의 

ITO, ATO와 같은 도 성 필름의 고기능 결정으로서의 체수요와 반도체 련의 

미세배선재료, 연료 지용 백 계 매 등의 수요가 기 됨 

라. 무역 황 분석

 □ 나노입자 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6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나노소재의 경우 나노기술을 응용한 분야에 용이 가능한 바, HS 코

드체계상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속 나노입자 

복합체

분(동) 7406.20-1000

분(니 ) 7504.00-1000

분(알루미늄) 7609.10-0000

분(코발트와 그 제품) 8105.20-3000

분(티타늄) 8108.20-2000

[나노입자 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의 경우 HS 코드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알루미늄)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출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

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수출입 황을 보면, 니 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2.6 Mil$), 수입(107.7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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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발트의 경우 '06년을 기 으로 '08년까지 수출규모가 차 증가하는 추세 으나, 

'09년 들어 '08년 비 수출규모가 약 4배 감소함(4.71('06) → 11.40('08) → 3.82('10))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속 

나노입자 

복합체

분(동) 0.07 0.00 0.07 0.50 3.53 4.29 4.64 4.07 2.65 5.17

분(니 ) 2.10 1.40 2.40 1.52 2.59 38.65 67.56 62.81 60.29 107.70

분(코발트와 그 

제품)
4.71 9.83 11.40 2.91 3.82 29.01 42.47 63.53 21.79 39.04

분(티타늄) 0.49 0.61 1.50 0.03 0.01 0.87 1.13 1.30 0.78 1.08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속함유 나노탄소 복합체 분야의 경우 4가지 품목이 '06년부터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에 특화된 분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티타늄의 경우 '08년도에 수출특화로 환되었으나, '09년을 기 으로 다시 수입

특화분야로 환됨(-0.28('06) → 0.07('08) → -0.98('10))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속 

나노입자 

복합체

분(동) -0.97 -1.00 -0.97 -0.68 -0.19 수입특화 완화

분(니 ) -0.90 -0.96 -0.93 -0.95 -0.95 수입특화

분(코발트와 그 제품) -0.72 -0.62 -0.70 -0.76 -0.82 수입특화 강화

분(티타늄) -0.28 -0.29 0.07 -0.94 -0.98 수입특화 환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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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etals, alloys, performanceelectrode, element, dielectricdielectric, low, weight

CR_2
material, ceramic, metal, nanoparticlepart, Layered, elements, complexelectrolyte, battery, mass, ligand, 
carboxylic, member, SiO2

CR_3 powder, component, particle, electrode, solution, conductive, greengrain, WT, alloy, slurry, carbide

CR_4 pattern, processes, thickness, preparation, formationfilms, conductivity, density

CR_5
conductive, electrical, Thermal, system, porous, inorganic, body, solid, thin, coreparticles, process, 
highfilm, coating, first, materialscarbon, gas, two, liquid, relates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작성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분야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

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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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6
method, material, nanocomposite, powder, deliverycomposition, same, particles, formoxide, treatment, 
containing, filmnanocomposite, composition, oxideporous, base, surfaces, portion, well

CR_7
green, sheet, deposition, plate, grain, CO, anti, ink, electrolyte, laser, nucleic, monolayeracid, water, 
mixtureradiation, three, field, outer, treatingmedia, regions, microparticle, phosphor, period, moieties, 
units, hydrocarbon, polyolefin, cationic, photovoltaic

CR_8 bonding, dispersant, sufficientsalt, controlled, mixingcomplex, catalytic, substance, novel

CR_9
insert, lines, palladium, tubular, opening, insulator, metallized, friction, infrared, platinumchromonic, 
polyvalent, discontinuous, crosslinking, ALDC, sidewall, tip, chalcogenide, diamond, foil, ultraviolet, 
critical, bone

CR_10
magnetic, Optical, functional, ion, celltransistor, gate, memory, donor, insert, R1, housing, carriers, 
micelle, Biomolecule, submicron, host, generator, imaging, reservoir, transmission, molessolution, 
providing, acid, ultra

CR_11 nano, matrix, dispersed, nanocompositescell, filler, contact, mechanical, article

CR_12 liquid, fine, apparatusinorganic, polymeric, comprise

CR_13
ultra, carbon, nanoactive, area, composed, greater, saltcatalyst, support, magnetic, active, mediumcore, 
shell, catalyst, oxygen

CR_14 solid, processing, strength

CR_15 nickel, internal, reducing, atmosphere, metals

CR_16 nanostructures, color, detecting, Finally, uses, oligonucleotides

CR_17 nucleic, conjugates, attached, nanostructures, diseases

CR_18 thin, structures, silicon, pattern

CR_19 strength, application, manufacture, combination, both

CR_20
delivery, protein, drug, charged, peptide, media, release, reactions, cellulose, silver, cigarette, 
transistor, graded, template, magnet, sulfonated

CR_21 medium, modified, embodiments, molecules

CR_22 aluminum, titanium, binder

CR_23 oxygen, mixed, heat, part, nickel

CR_24 monolayer, network, combined, constituent, general, additive, possible, oil, drilling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나노 연마제  집합조직 연마제 기술

기능성 코 용 나노졸 제조기술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기반 자소자 제조기술 

고온연료 지용 양극제 제조 기술 

ferroelectricfilm형 피에조소자 제조기술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코어-셀 구조의 복합 세라믹 나노입자 제조 기술

기능성 고분자-세라믹  하이 리드 나노입자 복합제 제조 기술

속 나노입자 복합체

나노분말/입자 표면개질 기술

Electrical energy storage소재기술 

Metaloxide기반에 지소재합성기술 

Metaloxide기반TFT 기술

우수한 특성의 매 속나노입자 개발기술 

높은색구 , 발 특성을 갖는 은나노 속복합체기술 

자빔기반 속-고분자 망상구조 복합체기술 

니 이온기반 친환경 자성 나노입자 복합체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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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나노 연마제  집합조직 연마제 기술 8% - - 8% 

기능성 코 용 나노졸 제조기술 8% - - 8%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기반 자소자 제조기술 15% - - 23% 

고온연료 지용 양극제 제조 기술 8% - - 15% 

ferroelectricfilm형 피에조소자 제조기술 8% - - 8%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코어-셀 구조의 복합 세라믹 나노입자 제조 기술 - - - -

기능성 고분자-세라믹 하이 리드 나노입자 복합제 제조 기술 8% - - 8% 

속 

나노입자 

복합체

나노분말/입자 표면개질 기술 - - - -

Electricalenergystorage 소재기술 - - - -

Metaloxide기반 에 지소재 합성기술 - - - -

Metaloxide기반 TFT 기술 - - - 8% 

우수한 특성의 매 속 나노 입자 개발기술 23% - - 23% 

높은색구 , 발 특성을 갖는 은나노 속복합체기술 23% - - 23% 

자빔기반 속-고분자 망상구조 복합체기술 8% - - 8% 

니 이온기반 친환경 자성나노입자 복합체공정기술 15% - - 15%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3기업의 결과 임.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에서 ‘우수한  특성의  매 속 나노 입자 개발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3%가 보유하고 있으며, 23%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

라고 선택함

   - 그 외 ‘높은색구 , 발 특성을 갖는 은나노 속 복합체 기술’은 보유 기술(23%), 

소기업형 기술(23%)라고 응답하 으며,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기반 자소자 

제조 기술’은 보유 기술(15%), 소기업형 기술(23%)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학기구 련 신소재 개발기술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속나노입자 복합체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

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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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나노입자 복합체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나노신소재, 속 나노엔진치료제, 박막나노증착장비, 기능성 고분자 소재, 데이터 스킨 솔

루션, 반도체 진공펌 , 자  차단부품, 휴 폰 장식부품, 모바일소 트웨어, 무인자동운

반장치, 천연비료, 인포 러스 솔루션, 진공펌  가스 감지기, 이어폰 유니트장식품, 이

 마킹기

해외 기업 MATSUSHITA  ELECTRIC, Eastman Kodak, General Electric, NaturalNano, Panasonic

국내 기업

기업 제일모직, 삼성 자, LG화학, 삼성 기  

소기업
나노기술, 상한 진공개발, 엔티피아, 화인텔, 캄텍, 솔루에타, 낫사코리아, 오투모바일소

트웨어, 아시아테크, 지오스, 동방 텍, 오알캠, 주, 지엔테크

 ○ 나노입자 복합체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

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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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나노 연마제  집합조직 연마제 기술 특

기능성 코 용 나노졸 제조기술 특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기반 자소자 제조기술 특

Metal oxide기반 TFT 기술 특, 

고온연료 지용 양극제 제조 기술 특

ferroelectric film형 피에조 소자제조 기술 특

태양  소자용 코어-셀 구조의 복합 세라믹 나노입자 제조 기술 특, 

 확산 용 세라믹 나노입자 균일분산기술

기능성 고분자-세라믹 하이 리드 나노입자 복합제 제조 기술 특

속 나노입자 

복합체

나노분말/입자 표면개질 기술 특

에 지 하베스트용 속 황화물 복합소재기술 

Metal oxide기반 에 지소재 합성기술 특

우수한 특성의 매 속나노입자 개발기술 특

높은 색구 , 발 특성을 갖는 은나노 속복합체기술 특

자빔기반 속-고분자망상구조복합체기술 특

자  흡수용 자성 나노복합입자 공정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요소기술의 범 가 무 넓거나, 재 시  기 으로 기술의 성숙도가 낮은 요소

기술  응용분야가 불분명한 요소기술에 해 기술의 범   용분야를 한정

하여 요소기술을 조정하 음.

   - Metal oxide 기반 TFT 기술의 경우 세라믹나노입자 복합체 구성요소에 합하며,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코어-셀 구조의 복합세라믹 나노입자 제조기술은 기술범

가 범 하여 태양  소자용으로 범 를 한정하 음.

   - 해당분야에서 기술응용에 한 요구가 존재하는  확산 용 세라믹 나노입자 균

일분산기술과 자  흡수용 자성 나노복합입자 공정기술은 문가 의를 통해 

신규 추가하 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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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태양  소자용 코어-셀 구조의 복합 세라믹 나노입자 제조 기술

 확산 용 세라믹 나노입자 균일분산기술

속 나노입자 

복합체

에 지 하베스트용 속황화물 복합소재 기술 

자  흡수용 자성 나노복합입자 공정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라믹 

나노입자 

복합체

태양  소자용 

코어-셀 구조의 

복합 세라믹 

나노입자 제조 

기술

차세  박막 태양 지용 

CORE/SHELL 구조 세라

믹 자소자로써, 태양

지로 모듈화 실  후, 

 변환효율에서 기존의 

태양 지와 경쟁이 가능해

야함.

모듈 효율 > 5% 모듈 효율 > 6%
모듈 효율 > 

7%

모듈 효율 > 

12%

 확산 용 

세라믹 

나노입자 

균일분산기술

LCD용 확산 필름용 세

라믹 나노입자로, rutile 

상의 TiO2 구형 입자로 입

자 크기의 범 가 목표 크

기의 5% 내의 분포를 갖

는 균일한 입자여야 함.

크기:300nm ,  

수율>90%

크기  500nm , 

수율>80%

크기  

500nm , 

수율>90%

크기  

500nm , 

수율>95%

속 

나노입자 

복합체

에 지 

하베스트용 

속황화물 

복합소재 기술 

소재합성  소자 제조 기

술, 평가기술

재료설계   

공정개발, 

에 지변환효율 

~7%

공정개선 소자

특성의피드백,에

지변환효율 

~8%

공정  

평가기술 

최 화, 에 지 

변환효율 ~9 %

고 에 지 

변환효율  

공정 합성 

확보

자  흡수용 

자성 

나노복합입자 

공정기술 

고주  역에서 높은 투

자율을 가지는 자성 나노

입자 개발

자성입자투자율

(Permeability:>5

0@1GHz)

복합소재흡수능

(Ploss/Pin:>7dB

@~GHz)

복합소재흡수능

(Ploss/Pin:>9d

B@~GHz)

자성나노입자  

복합화를 통한 

고주  자  

흡수용 

복합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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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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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다층(복합) 필름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나노다층(복합) 필름은 복수의 층으로 구성된 고분자 기반의 다층 필름과 세라믹 

기지에 속, 세라믹이 분산된 복합체 형태의 나노구조 필름이며, 제품의 표면에 

부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필름임.

 ○ 나노다층(복합) 필름은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

가할 목 으로 사용되며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이형(release) 필름과 결합되어 있음.

  

 ○ 서로 다른 여러 박막으로 구성된 다층 형태 는 고분자 기지의 필름에 속 는 

세라믹 기반의 나노입자(나노구형체, 나노선, 나노막 , 는 나노튜 )를 골고루 

분산시킨 복합체 형태로 고분자 필름을 제작하게 되면, 단일층에서 구 할 수 없

는 기능을 실 할 수 있음. 

 ○ 나노다층(복합) 필름은 건축, 자동차, 자, IT, 식약품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리 

쓰일 수 있으며 그 응용성이 매우 큼.

[창호용 단열 나노복합필름의 구조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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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자동차 분야의 경우 나노다층(복합) 필름은 열차단( 는 단열) 필름으로 

그 활용성이 차 증 되고 있으며 건물이나 차량 실내의 에 지 효율 향상을 

해 유리에 부착되어 태양열 차단 효율을 높이고 시각 차단을 감소시키며 내구성과 

기계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나노다층(복합) 필름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자  IT 분야의 평  디스

이의 학  보호 필름으로서 반사방지, 방 , 방지, 방오, 스크래치 방지 

등의 복합기능을 제공하며, 나노구조 필름의 내구성 향상  가격 감을 해 연

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유연 유기발 소자(좌)  수분과 산소 방지막이 코 된 유연기 (우)]

[다층 필름(좌)보다 우수한 반사방지 성능을 보이는 단일층 나노필름(우)]

 ○ 유연 유기 발 소자와 태양 지의 경우 소자에 치명 인 수분과 산소의 침투를 외

부로부터 막기 해 고분자 기반의 다층복합차단막이 필요하며, 빛 투과율이 뛰어

나면서 수분 차단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복합박막 제조 공정 개발이 활발히 진

행 임.  

 ○ 식약품 포장재의 경우 표면의 소수성을 극 화시키고 미생물(박테리아)에 한 항

균성과 함께 식약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한 산소 차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나

노필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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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나노다층(복합) 필름의 세계 시장은 2010년 32조원 규모이며, 2015 년까

지 연평균 성장률은 5.9%로 상됨.

나. 범

 ○ (제품 분류 ) 나노기술이 목된 기계 , 기 , 학 , 열  특성이 뛰어난 

고분자 기반의 기능성 필름

 ○ (공 망 ) 기존 제품의 개선을 한 모든 나노구조 필름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제품의 표면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이형 필름과 결합된 형태로 공 되는 기능성 

나노구조 필름으로 한정함.

2. 기술(특허) 분석46)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나노다층(복합)필름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411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

별 출원동향에서, 미국이 체의 46.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46)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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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32B-027 본질 으로 합성 수지에서 되는 층체 31

G02B-001 사용물질에 특징이 있는 학요소 18

C09D-005
물리  성질 는 효과로 분류되는 피복 조성물, . 페인트, 바니시 는 락

카; 충진 페이스트
13

H01L-031

외선 복사, 가시 , 단 장의 자기 , 는 입자 복사에 감응하는 반도체 

장치로, 이들 복사에 의한 에 지를 기  에 지로 변환하거나 이들 복사

에 의해 기  에 지를 제어하는 것에 특별히 용되는 것; 그들 장치 

는 그 부품의 제조 는 처리에 특별히 용되는 방법 는 장치

12

H01M-014 화학  에 지 기  에 지 직  변환하기 한 방법 는 수단 11

H01B-001 도 재료를 특징으로 하는 도체 는 도 물체; 도체로서의 재료의 선택 9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반 로 출원건수에 비해 삼극 특허의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Nitto  Denko 

Corporation
0 6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Ltd.

20 3
Toray  

Industries, Inc
14 2

2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2 3
Seiko Epson 

Corporation
16 6

Panasonic 

Corporation
11 3

3

Mitsubishi 

Polyester Film 

GmbH

1 4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11 5

Dai Nippon 

Printing Co., 

Ltd.

14 0

4
Bridgestone 

Corporation
3 2

FUJIFILM 

Corporation
11 4

KONICAMINO

LTA 
11 0

5 Cryovac, Inc. 4 1
FUJI PHOTO 

FILM CO., LTD.
11 4

Gunze 

Limited
8 0



신소재나노융합

- 915 -

(2) 국내동향

 ○ 나노다층(복합)필름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7년 92건 증가추세에

서 ‘09년 49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 섬.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32B-027 본질 으로 합성 수지에서 되는 층체 134

H01L-021
반도체 장치 는 고체 장치 는 그러한 부품의 제조 는 처리에 특

별히 용되는 방법 는 장비
126

H01L-027
하나의 공통기 내 는 기 상에 형성된 복수의 반도체구성부품 는 

기타 고체구성부품으로 구성된 장치
34

C08J-005 고분자 물질을 포함하는 성형품의 제조 31

H01L-023 반도체 는 다른 고체장치의 세부 16

B32B-007
층간의 계를 특징으로 하는 층체, 를 들어 본질 으로 다른 물

리  성질을 갖는 층 는 층의 상호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층체
14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출원이 활발하고 연구기 인 한국 자

통신연구원이 7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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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7
동부아남반도체  

주식회사
4 삼성 자주식회사 37

2 고려 학교 산학 력단 7 인텔 코오퍼 이션 3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33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주식회사 탑 
엔지니어링

3 삼성 기주식회사 20

4 성균 학교산학 력단 5 주식회사 티에 티 3
미쓰비시 폴리에스테르 

필름 지엠비에치
14

5 한국기계연구원 4 - -
쓰리엠 이노베이티  

로퍼티즈 컴 니
1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나노다층(복합)필름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

소는 도 성필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26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기체차단필름 (1.41), 열차폐 

필름(1.03), 도 성 필름(0.98)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도 성 필름 0.87 110.16 0.94 1.28 0.26 0.98 
기체차단필름 0.84 87.96 0.93 0.62 0.09 1.41 
열차폐 필름 0.95 122.11 1.08 0.47 0.08 1.03 

반사방지 필름 1.10 128.09 0.97 0.85 0.14 0.79 
나노 시블 필름 1.29 124.68 1.08 2.07 0.21 0.91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나노다층(복합)필름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기체차단필름(1.10), 도 성

필름(1.05), 열차폐 필름(1.00)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도 성필름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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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다층(복합)필름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5가지 구성요소  기체차

단필름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 기체차단필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의 평균 기술독 지수는 161로 체 으

로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반 으로 기술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도 성 필름 1,183 1.05 198.41 

기체차단필름 1,031 1.10 273.02 

열차폐 필름 1,160 1.00 132.20 

반사방지 필름 893 0.86 188.76 

나노 시블 필름 870 1.00 125.59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도 성 필름 0.27 0.93 1.05 198.41  

기체차단필름 0.09 1.31 1.10 273.02 

열차폐 필름 0.09 1.11 1.00 132.20 

반사방지 필름 0.15 0.78 0.86 188.76 

나노 시블 필름 0.22 0.99 1.00 125.59 

[특허지수 분석 종합]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918 -

 ○ 성을 살펴보면, 나노 시블 필름이 3.4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도 성필름과 나노 시블 필름이 5 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나노 시  필름은 기술성숙도 4.2 으로 구성요소  상 으로 소기업의 

진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나타남 

   - 기술확보지수는 반사방지 필름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2 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구성요소 체의 기술진입도는 평균 2.8로 소기업의 진입 용이성은 다소 낮

은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도 성 필름 5 2 3.8 2 3 2.5 3.02

기체차단필름 3 5 3.8 2 2 2 2.72

열차폐 필름 3 4 3.4 2 4 3 3.16

반사방지 필름 4 1 2.8 4 3 3.5 3.22

나노 시블 필름 5 3 4.2 2 4 3 3.4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단열 필름 

 □ 시장 니즈 1 : 가격화  

 ○ 건물 외벽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면 이 차 높아가고 있으며, 실내 에 지 효율

의 향상을 해 단열 필름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노구조화를 

통한 필름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단가 감이 이루어진다면 커다란 수요 증 가 

상됨

 □ 시장 니즈 2 : 고내구성  

 ○ 짧은 수명으로 인해 시공된 단열 필름을 주기 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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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발생과 함께 수요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한번 시공으로 반 구 인 성

능 유지를 기 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나야 함.  

 □ 시장 니즈 3 : 다기능성

 ○ 열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 힘 방지, 사생활 보호  망도 유지, 

유리 깨짐 방지, 도청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다기능성 필름으로 수요 창

출이 진행되고 있음.

(2) 반사방지 필름 

 □ 시장 니즈 1 : 가격화 

 ○ 최고 성능의 반사방지필름은 량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엔고가 지속되는 

반면 LCD 패 의 가격 하로 수입 가격 상승에 한 부담이 증가되는 추세임

 ○ 나노복합화를 통해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가의 반사방지 필름 개

발이 실히 요구됨 

 

 □ 시장 니즈 2 : 고투명성 

 ○ 반사방지 필름을 표면에 착하여 표면 반사율을 1%이하로 여야 할 뿐만 아니

라 디스 이로부터의  투과율이 뛰어나도록 가시 선에 한 투과성이 뛰어

나야 함.  

 □ 시장 니즈 3 : 다기능성 

 ○ 반사방지 뿐만 아니라 방지, 방오, 근 외선 흡수, 자  차단, 내마모성이 

동시에 요구됨. 

 

(3) 수분차단 필름

 □ 시장 니즈 1 : 면  다층박막화 

 ○ 유연 발 소자와 태양 지에 쓰이는 유연기 과 포장재로 쓰이는 수분차단 필름

의 경우 수분과 산소의 침투 방지를 해 고분자/세라믹 다층박막 구조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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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면  다층박막화 공

정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임.

□ 시장 니즈 2 : 고내구성 

 ○ 소량의 수분과 산소 침투는 유기 소자에 치명 인 손상을 유발하므로 장시간 사

용에도 특성 변화가 없는 안정한 필름의 개발이 요구됨.

(4) 식약품 포장재 필름

 □ 시장 니즈 1 : 산소 차단성 향상

 ○ 식약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하기 해서 포장재는 외부로부터의 산소 유입

을 막아 식약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층복합화를 통해 포

장재의 산소차단성 증가시키고자 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시장 니즈 2 : 소수성, 향균성  생분해성  

 ○ 식약품 포장재 표면을 나노구조화하여 소수성을 유발하면 포장재의 변형과 오

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표면에 속 는 무기 나노입자  박막을 형성하게 되

면 포장재의 항균성과 생분해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나노구조화 기술

을 이용해 새로운 기능을 갖는 포장재 필름이 요구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도 성 필름

 ○ 2011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자화학  재료 보고서 내 기 도성 코  세

계 시장조사에 의하면, 2011년 약 2,700만 달러의 시장에서 연평균 8.2%성장을 하

여 2014년에는 3,400만 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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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1.1 , Electronic Chemicals and Materials: The Global Market

[ 자화학  재료 시장 망]

 ○ 재 부분의 ITO 도성 필름 분야 시장은 Denko같은 소수업체가 독 하고 있음.

   - 국내에서 도성필름의 개발은 기업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LG Chem. 

SKC 등) 최근에 SKC가 도성고분자를 이용한 투명 도성필름 개발에 성공함

   - 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  장벽이나 자원이 상 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ITO 계의 도성필름 제

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최근 ITO룰 체하는 표면처리 기술을 용한 속을 이용하여 투명 도성 필름

인 ‘GEF'를 국내에서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 으며 이에 따라 형 터치패 용 투

명 도성 필름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망임

□ 기체차단 필름, 열차폐 필름 

 ○ 2011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자화학  재료 보고서 내 방열코 시장조사에 

의하면, 2011년 약 1,600만 달러에서 연평균 50.6%성장을 하여 2014년에는 4,30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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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1.1 , Electronic Chemicals and Materials: The Global Market

[ 자화학  재료 시장 망]

 ○ 재 나노다층 필름시장은 주로 기 도성을 요구하는 정 기 방지용 고분자 복

합소재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나노튜  발열  방열 복합소재 시장

도 상용화가 시작되어 LED 조명 용 시장이 증 될 것으로 상됨 

   - 효성은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MWCNT의 량합성기술을 개발 이여, 방열복

합소재를 개발하고 있음 

 ○ 무기물을 이용하는 기체투과 방지막은 습식유기물 코  방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건

식 진공 코  방식을 사용하고 일반 인 기체투과 방지막 공정으로 스퍼터링 공정

을 사용하여 유리  유사 재질 등에 다양한 용도의 무기막을 코 하는 공정으로 

상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탄소나노튜   나노 그라 이트의 구조제어  복합화 기술을 개발

하여 기체차단성이 획기 으로 향상된 고분자 복합필름의 제조에 한 연구를 하

고 있는 이며, 기체 차단성능이 있는 투명 기 도성 필름이 개발될 경우 태양

지용 필름과 기 자 패키징 등 방 한 분야에 효과가 큰 것으로 단됨

 

□ 나노 시블 필름 

 ○ 2010년 발행된 IDTechEX의 보고서에 의하면 나노 서블 필름 시장은 2011년 2

천만 달러에서 2014년 1.2억 달러로 연평균 68.1%의 높은 성장이 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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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IDTechEX, 2010. 3 , Printed, Organic & Flexible Electronics Forecasts, Players & Opportunities 2010-2027

[박막, Flexible LCD  시장 망]

 ○ 시블 필름은 라스틱 등 구부릴 수 있는 기 에 만들어진 평  디스 이

로, 거나 구부리거나 두루마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으로 

연구에 한 심이 높으며, 가볍고 내충격성이 강하며 구부림에  자유로운 특성

을 갖고 있음

 ○ 시블 디스 이의 경우  세계 으로 연구개발 기단계에 있어 향후 기술 

개발 방향에 한 유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시블 디스 이의 구  기술  양산화 공정에 있어서 LCD와 같은 기존 소

자기술의 변형  연장선의 측면이 존재함

   - 한, OTFT나 자종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근에 한 경쟁 측면이 존재함

□ 반사방지 필름

 ○ 반사방지 필름에 한 나노 반사방지 코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100만 달

러에서 2014년 2억 5,300만 달러로 연평균(CAGR) 64.9% 높은 성장이 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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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0. 1 , Nanotechnology in Coatings and Adhesive Applications: Global Markets

[반사방지 코  시장 망]

 ○ 액정 디스 이(LCD) 편 에는 보호 필름, PVA(PolyVinylAlcohol) 편  필름, 

편  필름의 지지 역할과 복굴  역할을 하는 TAC (TriAcetyl Cellulose) 필름을 

비롯한 여러 필름이 있으나, 이들  상 층의 반사방지 필름이나 반사 필름이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 반사방지 필름의 세계 최  시장 유율 약 70%를 유하는 일본의 DNP사는 다

층 필름을 심으로 약 50억￥의 투자로 제4라인 가동을 통하여 약 800만m
2의 월

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국내의 반사방지 필름 시장은 핵심부

품 국산화를 한 지원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2) 무역 황 분석

□ 나노다층 (복합) 필름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5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도 성 필름 필름은 재질에 따라 HS상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단순히 기능만으로는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기체차단 필름 필름은 재질에 따라 HS상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단순히 기능만으로는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열차폐필름 필름은 재질에 따라 HS상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단순히 기능만으로는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반사방지 필름 필름은 재질에 따라 HS상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단순히 기능만으로는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나노 시블 필름 필름은 재질에 따라 HS상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어 단순히 기능만으로는 품목분류 불가 품목분류 불가

[나노다층 (복합) 필름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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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다층 (복합) 필름 체의 품목코드의 경우 HS 코드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어  품목 분석 상에서 제외함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나노다층 (복합) 필름 분야 포지션

맵 작성 

[나노다층 (복합) 필름 분야 포지션맵]

 ○ 나노다층 (복합) 필름 분야는 29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

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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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LED, diode, piezoelectric, gasket, trench, width, toner, Electrochromic, paper, card, media, yarnjaw, 
effector, instrument, vessel, catheter, link, chuck

CR_2 jaw, effector, instrument, vessel, catheter, link, chuckfunctional, increased, inorganic, tin, solar, 
anisotropic, probe, plating

CR_3 plug, constant, distance, plane, flat, receivingplate, base, sheet, support, open, EMIlaser, beam, small, 
insulation, control, module

CR_4

resonator, introduced, cleavage, dispensing, stage, moderate, polyaniline, spreading, Ptvirus, genes, 
extracting, released, D50, denotes, reticle, reactorradome, micropatterns, stopper, heatspreader, brazing, 
PTC, chuckingthermistor, crystallized, batting, aggregation, zeolite, SWNT, documenthalide, 
turbomolecular, moveable, halogen, mitigation, radial, finsOvermolded, overmold, door, indentations, 
strain, protrusion, retainer

CR_5
yarn, Preformed, compartment, containment, ferromagnetic, receiver, refraction, analysis, solubility, 
filtration, stacking, drill, feedthrough, prescribed, represents, rotor, polyamide, PBN, orificeflush, 
turned, cool, ready, Automatic, vapors, residue

CR_6
mother, lining, nanoelectrospray, Resistored, graphitic, electrofusion, lignocellulosicencoded, MLP, 
looped, rewiring, dependent, TEOS, panssolubility, labile, Refractory, Pumping, uppermost, VVM, 
Gaming, socketmaster, lying, capping, specimen, superconducting, rough, inwardly, Flame

CR_7
vertically, horizontal, spaces, depending, oriented, nanofabric, cushioningnanotube, length, article, 
electro, phase, functional, black, cable, lead, lasercorner, urged, statically, occupant, piston, beneficially, 
row

CR_8
PBN, VA, perfluoroalkyl, No, sender, tracings, microstripline, radome, preconcentrator, vibrator, pill, 
tunneling, magnesium, pack, humidifier, mediatedrobot, gauge, check, rotatable, repair, forward, brush, 
digital, conductance, seampolyaniline, sulfonated, flakes, microfluidic, photonic, swelling, doping

CR_9 bubble, radiative, previous, reliably, speeds, travels, runbuffer, EUV, halide, passages, SiC, select, hub

CR_10

calibration, applicator, apparatuses, thicknesses, comparing, altitude, passedelectrode, porous, metal, 
film, first, ink, particles, chamberslow, perpendicularly, observation, nyA, axes, polarizers, closer, 
indicesVVM, tracked, inductance, washed, backplane, imager, extruded, code, telephone, nerve, 
nanoscale, nucleus

CR_11

electrocoat, pulverulent, receptive, Hydrolytic, corona, blank, cures, igniter, facilities, Pb, virusrotor, 
converter, bladder, star, neck, decoupling, resonant, accelerator, electrocoat, THz, stent, microcapsules, 
thermistor, baseline, EBPVD, outletenvelope, Fluorescent, vicinity, sheath, granules, nanocomposite, 
honeycomb, fixture, degrees, Polarization, leadless, track, servingtubular, motor, lens, pipe, inspection, 
winding, reservoir, photoreceptor, textile

CR_12 electrode, porous, metal, film, first, ink, particles, chamber, slow, perpendicularly, observation, nyA, 
axes, polarizers, closer, indices

CR_13 VVM, tracked, inductance, washed, backplane, imager, extruded, code, telephone, nerve, nanoscale, 
nucleus, electrocoat, pulverulent, receptive, Hydrolytic, corona, blank, cures, igniter, facilities, Pb, virus

CR_14
rotor, converter, bladder, star, neck, decoupling, resonant, accelerator, electrocoat, THz, stent, 
microcapsules, thermistor, baseline, EBPVD, outlet, envelope, Fluorescent, vicinity, sheath, granules, 
nanocomposite, honeycomb, fixture, degrees, Polarization, leadless, track, serving

CR_15 tubular, motor, lens, pipe, inspection, winding, reservoir, photoreceptor, textile

CR_16 stent, electrostatically, pulmonary, detectable, Airbag, chemiresistor

CR_17 vibrator, nanopump, turbine, perfluoromethyl, lacquer, character

CR_18 orifice, orifices, Photoelectric, jaw, jacket, mole, reactive, bundles, pump, LCD, reflected, segments, 
discontinuity, primer, pillar, vertically, electrosurgical, blanket, intensity, inks, mark, collar

CR_19 media, hydrophobic, colloidal, dye, roller, inlet, sacrificial, bridge, RFID, tip, grounding, axis, gel, 
container, transceiver, machining, station

CR_20 primer, White, dioxide, polyolefin, formula, viscosity, metallization, green

CR_21 flakes, bismuth, ingredients, glycol, Opaque, developable, fluorinated, whisker

CR_22 filtration, armature, upstream, watt, screw, belt, engaging, Tear

CR_23 chucking, enter, nanoclusters, meso, mesopores, perforation, SiCH3, polycrystalline

CR_24 chamber, channel, fluid, connector, chip, particle, nozzle

CR_25 Li, phosphate, polyhydric, Upon, Fe, poor, fast

CR_26 piezoelectric, facing, mesh, magnetic, photosensitive, tube, fabric, strip

CR_27 document, scope, nanocrystal, closes, claimed, definition, peaks

CR_28 Electrospray, analytical, analytes, aid, interval, diaphragm, golf

CR_29 pipe, pin, filaments, cap, turn, durable, c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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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도 성 필름

자   흡수/반사 코 층 제어 기술 - - - -

투명 도성 온소성 습식 코 재 제조기술 - - - -

유무기 복합 투명 극 필름 코  기술 - - - -

린 용 도성 나노잉크 기술개발 - - - -

나노구조 투명 도성 극 기술 - - - -

터치패 용 투명 도성 필름 제작기술 - - - -

정 발반력을 응용한 응집 방지용 속 도성 필름기술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 리스트]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도 성 필름

자  흡수/반사 코 층 제어 기술

투명 도성 온소성 습식 코 재 제조기술

유무기 복합 투명 극 필름 코  기술

린 용 도성 나노잉크 기술개발 

나노구조 투명 도성 극 기술

터치패 용 투명 도성 필름 제작기술 

정 발반력을 응용한 응집 방지용 속 도성 필름기술 

기체차단필름

Polypropylene 기반 wrap film 개발 기술

기체차단필름 제조기술 

기체차단무기코  제조기술 

열차폐필름
열차폐  단열 나노복합 필름 제조 기술

EBPVD기반 열차폐 코 층 수명향상을 한 융합기술 

반사방지 필름

고굴  고투명 졸 소재  직사 코  기술

태양 지용 반사 방지 기술 

나방  구조를 갖는 20인치  면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고분자Film의 표면개질을 이용한 반사 방지 필름 제조기술 

LCD용 다층 반사방지 필름제조 기술

나노 시블 필름

나노기공 유연필름 제조 기술

electrostatic damage limiting 기능을 갖는 서블 필름 제조기술

imprinted 칩 기반 필름 제조 기술

그래핀 기반 ITO  체 필름 제조 기술

고성능 라스틱 기  소재를 이용한 LED용 시블 필름 제조 기술 

시블 유기 박막  태양 지 제조 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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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기체차단

필름

Polypropylene 기반 wrap film 개발 기술 - - - -

기체차단필름 제조기술 20% - - 20%

기체차단무기코  제조기술 - - - -

열차폐필름
열차폐  단열 나노복합 필름 제조 기술 - - - -

EBPVD기반 열차폐 코 층 수명향상을 한 융합기술 - - - -

반사방지 

필름

고굴  고투명 졸 소재  직사 코  기술 20% - - 20%

태양 지용 반사 방지 기술 - - - -

나방  구조를 갖는 20인치  면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20% - - 20%

고분자Film의 표면개질을 이용한 반사 방지 필름 제조기술 - - - -

LCD용 다층  반사방지 필름제조 기술 20% - - 20%

나노 

시블 

필름

나노기공  유연필름 제조 기술 - - - -

electrostatic damage limiting 기능을 갖는 서블 필름 제조기술 - - - -

imprinted 칩  기반 필름 제조 기술 40% - - 40%

그래핀 기반 ITO  체 필름 제조 기술 - - - -

고성능 라스틱 기  소재를 이용한 LED용 시블 필름 제조 

기술 
- - - -

시블 유기 박막  태양 지 제조 기술 - - - -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나노다층(복합)필름 분야에서 ‘imprinted 칩  기반 필름 제조 기술’은 설문 응답 기

업 가운데 40%가 보유하고 있으며, 4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기체차단필름제조기술’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20%)라고 응답

하 으며, ‘고굴  고투명 졸 소재  직사 코  기술’은 보유 기술(20%), 소기

업형 기술(20%)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도 성필름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업의 기

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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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나노다층(복합)필름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면상발열체, 모바일 필름, 3D 스캔, 항공기 엔진부품, 라스틱 선    호스, 반도체 장비, 

선 , PE하수도 , 상수도

해외 기업 Panasonic, KONICAMINOLTA, Nitto Denko, Cryovac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하이닉스반도체, 삼성 기

소기업
두성산업, 네스테크, 씽크론, 제일정공, 유로테크, 조일, 코스모센추리, 비엘코리아, 혜안미디어, 

에스엠테크, 보성포리테크

 ○ 나노다층(복합)필름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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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도 성 필름

투명 도성 온소성 습식 코 재 제조기술 특

유무기 복합 투명 극 필름 코  기술 특

린 용 도성 나노잉크 기술개발 특

그래핀 기반 ITO 체 필름 제조 기술 특, 

나노구조 투명 도성 극 기술 특

터치패 용 투명 도성필름 제작기술 특

정 발반력을 응용한 응집방지용 속 도성 필름기술 특

기체차단 필름

Polypropylene 기반 wrap film 개발 기술 특

기체차단 필름제조기술 특

기체차단 유무기 복합필름 제조기술 특

열차폐 필름
열차폐  단열 나노복합 필름 제조 기술 특

열차폐 필름 신뢰성향상을 한 나노융합기술 

반사방지 필름

고굴  고투명 졸 소재  직사 코  기술 특

태양 지용 반사방지 기술 특

나방  구조를 갖는 20인치  면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특

고분자 Film의 표면개질을 이용한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특

LCD용 다층 반사방지 필름제조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요소기술의 범 가 무 넓거나, 재 시  기 으로 기술의 성숙도가 낮은 요소

기술  응용분야가 불분명한 요소기술에 해 기술의 범   용분야를 한정

하여 요소기술을 조정하 음.

   - 자  흡수/반사 코 층 제어 기술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된 분야로 신규 R&D과

제로는 합하지 않아 배제하 으며, 구성요소  나노 랙시블필름은 도 성필

름, 기체차단필름, 열차폐필름, 반사반지 필름 등의 구성요소에 포함되고, 기능

심으로 분류된 구성요소와 맞지 않아 삭제하 으며, 나노 시블 필름 구성요소

 일부 요소 기술을 다른 구성요소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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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도 성 필름

투명 도성 

온소성 습식 

코 재 제조기술

투명 도성 온소정코 재개발 
투명 도성 습식 

코 재 개발

면 습식코 기술

개발   

소재  공정 

신뢰성 확보

고투과 고 도성 

온 습식  코  

기술 개발

유무기 복합 투명 

극 필름 코  

기술

유무기 복합 투명 극  코  

기술 개발

유무기 복합 투명 

극 코  기술 

개발

극 도도 면

균일도향상 
　

고 도성유무기복

합투명 극코 기

술개발 

린 용 도성 

나노잉크 

기술개발 

도성 나노잉크 개발
도성 나노잉크 

개발

나노잉크 린  

기술 개발

면  균일성 

확보

고 도성 

나노잉크를 이용한 

린  기술  개발

그래핀 기반 ITO 

체 필름 제조 

기술

고 도성 그패핀 제조 기술  

개발

그래핀 도성 향상 

기술 개발
면 화 기술 개발 장기 안정성 평가

고 도성 그래핀 

투명 극 개발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도 성 필름

투명 도성 온소성 습식 코 재 제조기술

유무기 복합 투명 극 필름 코  기술

린 용 도성 나노잉크 기술개발 

그래핀 기반 ITO 체 필름 제조 기술

기체차단 필름 기체 차단 유무기 복합필름 제조 기술 

열차폐 필름
열차폐  단열 나노복합 필름 제조 기술

열차폐필름 신뢰성 향상을 한 나노융합 기술 

반사방지 필름

고굴  고투명 졸 소재  직사 코  기술

나방  구조를 갖는 20인치  면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고분자 Film의 표면개질을 이용한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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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기체차단 

필름

기체 차단 유무기 

복합필름 제조 

기술 

기체 차단 유무기 다층  필름 

개발

유무기 복합 필름 

제조 기술 개발

기체차단효과향상

신뢰성평가 
　

고품질 기체차단 

유무기 다층 필름 

개발

열차폐 필름

열차폐  단열 

나노복합 필름 

제조 기술

나노복합 단열 필름 개발
나노복합 필름 제조 

기술 개발

단열 효과 향상  

신뢰성 평가
　

면  고신뢰성 

나노복합 단열 

필름  개발

열차폐필름 

신뢰성 향상을 

한 나노융합 

기술 

단열 필름의 나노구조 제어  

기술 개발

열차폐필름의 

나노구조 제어 기술 

개발

필름의장기안정성평

가 효과입증 

공정 기술의 

간소화  신뢰성 

향상

열차폐 필름의 

획기  신뢰성 

향상

반사방지 

필름

고굴  고투명 졸 

소재  직사 

코  기술

투명 직사 코 졸 소재  

공정개발 

고굴  고투명 졸 

소재 개발

직사 코  기술 

개발
면 균일성확보 

직사 코 에 의한 

고굴  고투명  

반사방지막 개발

나방  구조를 

갖는 20인치  

면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면  나방분 구조 구   기술 

개발

면  나방  구조 

구  기술 개발

20인치  나방  

구조 필름 확보
공정의신뢰성향상 

고신뢰성 20인치 

나방  구조 

반사방지  필름 

개발

고분자 Film의 

표면개질을 

이용한 반사방지 

필름 제조기술 

반사방지용 고분자 표면  개질 

기술 개발

반사방지용 고분자 

표면 개질 기술 

개발

공정단가 감 면

균일도향상 
　

고성능반사방지필

름용표면개질기술

개발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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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복합소재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나노섬유복합소재는 나노 크기(1~100nm)의 직경을 가지며 종횡비가 100 이상인 

고분자, 세라믹, 속 재질의 고성능 섬유가 필러로서 함유된 복합소재를 의미함.

 ○ 나노섬유복합소재는 나노 크기의 섬유에 기인하는 뛰어난 구조  기능  특성과 

나노 섬유 배향에 의한 우수한 특성 재단성을 이용하여 의약/바이오 산업, 미래 

정보통신, 환경/에 지 등의 주요 산업기술분야를 선도할 기반 소재로서 각 받고 

있음.

[크기의 에서 바라본 나노섬유]

 ○ 나노섬유 복합소재에 있어 가장 핵심 인 연구는 고성능의 나노섬유 제조에 한 

연구이며, 기방사법, 복합방사법, 분할극세사 연신법, 멜트 로우법, CVD법, 템

이트법 등이 있으며 기방사법이 표 임.

 ○ 나노섬유의 주요 용가능 분야는 고효율 필터소재, 정 화학  의약용 클리닝, 

에 지 장  변환용 소재, 극  매소재, 극한환경의 경량 방호소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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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인공피부, 조직공학  지지체, 향균 등) 소재, 고기능성( 도성, 고강도, 투습/

발수)용 소재 등이 있음.

 ○ 최근 정보통신기기  소형 디지털 자기기의 발 에 따라 자  간섭  노이

즈 발생에 따른 오작동, 인체 유해 자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우수한 자기  특성을 가지는 속  세라믹 나노섬

유 입자 개발  자  차폐/흡수 복합소재의 개발이 실히 요구됨.

 ○ 재 세계 으로 심이 고조되고 있는 나노섬유는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서

의 요성이 매우 크지만, 응용 분야에 한 구체 인 시장이 본격 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제품화 기술에 있어서도 아직은 태동기에 있음.

 ○ 나노섬유  나노섬유복합소재는 의약/바이오 산업, 미래 정보통신, 환경/에 지  

분야를 비롯한 산업 반에 응용이 가능한 첨단소재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

약한 국내 산업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 략 인 차원으로 육성해야할 주요  분

야임.

 ○ 고분자 나노섬유  탄소 나노섬유를 제외한 부분의 소재분야에서 나노섬유는 

기단계이고, 일부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고분자  탄소 나노섬유 한 본격

인 양산체제를 갖추거나 시장이 본격 으로 열린 상태는 아니며, 향후 발 가능

성이 매우 높음.

나. 범

 ○ (제품 분류 ) 나노섬유복합소재는 고분자, 탄소, 세라믹, 속재질의 나노섬유

와 이의 복합화한 나노섬유복합소재를 의미하며, 각각의 소재 합성, 표면처리, 복

합화 기술 등이 포함됨.

 ○ (공 망 ) 나노섬유복합소재는 고분자, 탄소, 세라믹, 속 나노섬유  하나 

는 2종 이상이 강화재로 포함된 복합소재를 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나노섬유인 탄소나노튜 (CNTs), 탄소나노섬유(CNFs)를 제외한 고분

자, 세라믹, 속 나노섬유의 제조  복합화하여 복합소재를 제조하는 기술로 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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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47)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의 상특허 72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의 55.1%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47)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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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D04H-001 부직포의 종류 는 유형; 그 제조장치 는 제조방법 21

D01D-005 필라멘트, 사 는 유사물의 형성 21

B32B-005 층의 불균질 는 물리 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층체 19

C08F-004 탄소-탄소 불포화 결합만이 여하는 반응으로 얻어지는  고분자 화합물 16

H01L-021
반도체 장치 는 고체 장치 는 그러한 부품의 제조 는 처리에 특별히 용되는 
방법 는 장비

16

D02G-003
사 는 가연사, . 장식사;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사 는 가연사를 제조하기 

한 방법  장치
15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와 삼극특허 건수가 가장 많고, 유럽은 특

허 비 삼극특허 비율이 다소 높으며 일본의 경우 삼극특허가 무한 것으로 나

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TORAY  

INDUSTRIES, 

INC.

1 8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15 15

SUMITOMO  

BAKELITE Co., 

Ltd.

6 0

2

Symyx 

Technologies, 

Inc.

4 1

Symyx 

Technologies, 

Inc.

15 9
Bridgestone 

Corporation
3 0

3

Asahi Kasei 

Chemicals  

Corporation

3 2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9 1
Hitachi Metals, 

Ltd
3 0

4
Kuraray Co., 

Ltd.
1 2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4 3
Toray 

Industries, Inc.
3 0

5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2 1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7 0 Gunze Limited 2 0

(2) 국내동향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6~‘08년 증가추세에서 

‘09년 10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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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B82B-003
개별단 로서의 분자, 원자들의 제한된 집합 는 개별 원자, 분자의 
조작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그의 취  는 제조

13

D01F-001 인조필라멘트 는 그 유사물 제조의 일반 인 방법 9

D01D-005 필라멘트, 사 는 유사물의 형성 6

D01F-009
다른물질의 인조필라멘트 는 그 유사물; 그 제조; 탄소 필라멘트 제
조에 특히 합한 장치

6

B82B-001
개별 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 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
한된 집합에 의해 형성된 나노구조

5

H01M-004 화학  에 지 기  에 지 직  변환하기 한 방법 는 수단, 3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출원이 활발하고 한 연구기

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공  등이 활발하게 출원하는 것으로 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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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주식회사 아모메디 3 주식회사 효성 6

2
오공과 학교 
산학 력단

3 주식회사 휴비스 3 삼성 자주식회사 4

3 북 학교산학 력단 3 (주) 아모센스 3 엘에스 선 주식회사 3

4 고려 학교 산학 력단 2 가람테크(주) 2 주식회사 코오롱 1

5 인하 학교 산학 력단 2 주식회사 아모그린텍 2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경쟁력지수 분석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필터용 나노섬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5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를 살펴보면, 고기능성 섬유가 1.04으로 상 으

로 3개의 구성요소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고기능성 섬유 1.05 137.46 0.98 0.93 0.10 1.04

필터용 나노섬유 0.89 90.14 0.99 1.00 0.15 0.96 

고강도 섬유 1.05 101.40 1.04 1.08 0.13 0.98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고기능성 섬유(1.75), 필터용 

나노섬유(0.52), 고강도 섬유(0.49)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고기능성 섬유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가지 구성요소  필터용 나

노섬유가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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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고기능성 섬유 3,296 1.75 122.95 

필터용 나노섬유 751 0.52 153.91 

고강도 섬유 689 0.49 143.4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고기능성 섬유 0.10 1.05 1.75 122.95  

필터용 나노섬유 0.15 0.96 0.52 153.91 

고강도 섬유 0.14 0.98  0.49 143.48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나노섬유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고강도섬유가 4.14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성숙도는 모든 구성요소가 3.6  이상으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한 인 라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추어 진 것으로 단됨

   - 기술진입도는 고기능성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4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필터용 나노섬유와 고강도 섬유는 소기업이 진입하기 용이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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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고기능성 섬유 4 4 4 1 4 2.5 3.1

필터용 나노섬유 4 3 3.6 5 3 4 3.84

고강도 섬유 4 3 3.6 5 4 4.5 4.1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고분자 나노섬유 복합소재

□ 시장 니즈 1 : 량생산화  

 ○ 유리섬유, 탄소섬유 같은 고강도 섬유처럼 한 고강도 고분자를 기방사 한 

고분자 나노섬유는 고비표면 과 분자배향을 이용하여 복합소재의 강화재로 용

이 가능함.

   - 그러나 기존의 마이크로 크기의 고분자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에 비해 가격경쟁

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용 량 생산을 한 기술 신이 필요하며, 국내의 우수

한 마이크로 고분자섬유제조기술의 활용이 가능함.

 ○ 나노섬유는 산업용, 의류용, 의료용, 국방용 등 활용범 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시장에 경쟁자가 없는 상황으로 독자 인 기술 개발로 가의 량

생산성을 확보한다면 상용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음.

 ○ 가의 다양한 고분자 원료의 개발과 함께 가장 일반 인 고분자 나노섬유의 제조

법인 기방사공정의 형 공정장치  획기 인 공정기술의 개발과 함께 용매회

수기술의 확립이 실한 상황임. 

□ 시장 니즈 2 : 고기능화

 ○ 기존 단일소재의 물성한계를 극복하고 다기능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고분자나노섬유  복합소재 개발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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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효율 필터소재, 정 화학  의약용 클리닝, 에 지 장  변환용 소재, 극 

 매소재, 극한환경의 경량 방호소재, 의료용(인공피부, 조직공학  지지체, 

항균 등) 소재, 고기능성( 도성, 고강도, 투습/발수)용 소재로 응용하기 해서는 

가격화와 함께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는 넘는 고성능화가 필수 임.

 ○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해서는 극세섬유의 

원료물질  제조기술의 개발, 표면구조제어, 복합화 기술을 통한 고기능  다기

능 복합소재  기술 개발이 실한 상황임. 

□ 시장 니즈 3 : 내구화 

 ○ 인간의 생명  환경문제와 직결된 의료, 생체/바이오, 환경/에 지 분야에 나노

섬유와 복합소재를 응용하기 해서는 우수한 구조 /기능  특성과 함께 제품마

다 안정 인 성능 발   내구성이 필수 임.  

 ○ 우수한 성능의 구 이 가능한 나노소재의 문제 으로 높은 제조비용과 함께 큰 특

성편차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아직 상용화 기단계에 있어 안정 인 원료물질 공

과 함께 나노섬유  복합소재 제조공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함. 따

라서 원료소재, 나노섬유  복합소재 제조기술 확립을 통한 성능안정화가 요구됨.

(2) 속  세라믹 나노섬유복합소재 

□ 시장 니즈 1 : 복합기능화

 ○ 기존 단일소재의 물성한계를 극복하고 다기능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속  세라믹 나노섬유  복합소재 개발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음. 

 ○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도성 나노섬유 개발과 함께 자  문제를 해결하기 

한 차폐  흡수 복합소재 개발에 한 시장의 니즈가 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해서는 극세섬유의 

원료물질  제조기술의 개발, 표면구조제어, 복합화 기술을 통한 고기능  다기

능 복합소재  기술 개발이 실한 상황임. 

□ 시장 니즈 2 : 가격경쟁력 확보  

 ○ 속  세라믹 나노섬유의 기존 마이크로 섬유  입자형 소재의 물성한계를 뛰

어넘는 고기능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소재로 고분자 나노섬유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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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격에 한 부담은 상 으로 낮은 상황임. 그러나 부분의 제조공정이 

CVD법, 템 이트법 등 고가의 제조공정으로 상용화를 해서는 기술 신을 통

해 비용 량생산 공정의 개발이 필요함.

 ○ 최근 고분자 나노섬유 제조에 용되던 기방사공정을 통해 속  산화물 나노

섬유 제조  이를 이용한 복합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가의 

속염의 개발과 함께 기방사공정의 형 공정장치  획기 인 공정기술의 개

발된다면 가의 속  세라믹 나노섬유의 가 량생산이 가능하며, 고성능 

나노섬유복합소재의 개발  이의 상용화가 가능함.

□ 시장 니즈 3 : 특성안정화 

 ○ 인간의 생명  환경문제와 직결된 의료, 생체/바이오, 환경/에 지 분야에 나노

섬유와 복합소재를 응용하기 해서는 우수한 구조 /기능  특성과 함께 제품마

다 안정 인 성능 발   내구성이 필수 임.  

 ○ 우수한 성능의 구 이 가능한 나노소재의 문제 으로 높은 제조비용과 함께 큰 특

성편차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아직 상용화 기단계에 있어 안정 인 원료물질 공

과 함께 나노섬유  복합소재 제조공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함. 따라서 

원료소재, 나노섬유  복합소재 제조기술의 정립을 통한 특성안정화가 요구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고기능성 섬유

 ○ 세계 나노섬유 시장은 2009년 7,60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34.2% 성장하여 2014년에는 3억 3천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망됨 

 ○ 최근 나노섬유에 한 요성이 부각되면서, 계방사에 의한 나노섬유 제조에 

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이에 따라 고기능성 나노섬유는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높은 시장 성장이 상되고 있음 

 ○ 고기능성 섬유  련 시장은 나노섬유와 유사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단되

며, 시장에서의 나노섬유 수요 증가를 통해 규모를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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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09.06 , Nano fibers: Technologies and Developing Markets

[나노 섬유기술  시장 망]

 ○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압도 인 기술  격차와 경쟁력을 보유한 탄소섬

유, 아라미드 섬유, PBO 섬유 등 슈퍼(Super)섬유와 최근 환경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폴리유산 섬유, PTT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등을 집  연구하고 있음 

 ○ 2009년 발행된 BCC Research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고분자(Polymer) 섬유시장은 

2011년 재 8,600만 달러의 시장규모에서 2014년에는 2억 달러로 연평균 33% 성

장이 상되고 있으며, 세라믹 섬유시장과 속 섬유시장도 각각 연평균 42%, 

37%의 높은 성장이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09.06 , Nano fibers: Technologies and Developing Markets

[나노 섬유기술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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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국내는 고기능성 섬유 분야의 수요 정체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

들이 연구소와 연구 인력을 축소시켰고 기술력마  뒤처져있어 향후 섬유소재 분

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상되고 있어, 고기능성 섬유의 개발과 함께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수요창출이 필요함

□ 필터용 나노섬유

 ○ 환경응용 로그램 련 나노기술 보고서에 수록된 실내공기개선용 나노섬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시장 규모가 5억 달러인 실내공기개선용 나노섬유 시장은 

연평균 31.2%성장하여 2014년에는 11.5억 달러로 시장이 성장할 망임     

   - 수질 개선용 나노섬유 시장은 2011년 재 3,800만 달러의 시장규모에서 2014년에

는 1억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이 상됨

   - 해수면 개선 나노섬유 시장은 연평균 37.4% 성장하여 2014년에는 1억 1천만 달러

로 시장규모가 성장 할 것으로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09.06 , Nano 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환경응용 로그램 련 나노기술 시장 망]

 ○ 계방사된 미세 나노섬유는 기존 기술에 의한 극세 섬유보다 훨씬 큰 표면

을 가지므로 가스나 유체로부터 미세입자를 분리하는 고효율 기능성 필터 소재

로 활용되며 필터용 나노섬유는 친환경 기술에 주로 용되어 친환경 나노섬유로 

인식되고 있음 

   - 용분야는 크게 공기필터, 정수필터, 연료필터  필터용 항균성 나노섬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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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섬유로 구성된 필터는 표면 이 넓어 여과 효율이 높고 공극률이 매우 높아 

필터  발생하는 압력강하가 고 공 의 용이 용이하여 차세  환경산업분야

의 기능성, 고효율 필터소재 창출에 매우 유망한 기술로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임 

□ 고강도 섬유

 ○ 특수섬유 기술  시장 망에 수록된 고강도 섬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4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8.2% 성장하여 

2014년에는 약 7.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07. 12 , Specialty Fibers -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특수섬유 기술  시장 망]

 ○ 고강도섬유는 굴곡성 고분자에서도 고강도화가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으나 내열

성 부족 등으로 당 에는 그 응용분야가 한정되었으나, 최근 고강도 섬유 특유의 

장 을 포한한 품목개발에 성공하 음 

   - 특히 이 재료는 밧 , 그물, 방탄재료 는 보호 장갑, 섬유 콘크리트, 헬멧 등에 

사용되는 섬유로써 반복되는 단일 구조로 된 고분자 섬유임   

 ○ 최근 시장에 나와 있는 탄소강보다 3배 이상 강하면서도 도성이 구리보다 훨씬 

뛰어난 고강도 삼유제조 원천기술이 개발되어 이로 인해 방탄소재나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이블 등 첨단 나노융합소재 분야의 신이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나노섬유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7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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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고기능성 
섬유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편물)

0.61 1.05 0.82 0.81 2.23 2.30 2.45 3.58 5.41 11.17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의류-직물)

- 0.69 0.51 1.05 0.86 - 5.37 3.75 2.15 2.36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의류-직물)

0.90 0.55 0.83 1.90 2.18 7.94 8.31 8.53 12.56 20.36

필터용 
나노섬유

세라믹 이버 4.38 5.83 5.62 4.32 5.29 8.47 9.77 11.53 8.90 10.12

고강도 
섬유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편물)

0.61 1.05 0.82 0.81 2.23 2.30 2.45 3.58 5.41 11.17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의류-직물)

- 0.69 0.51 1.05 0.86 - 5.37 3.75 2.15 2.36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의류-직물)

0.90 0.55 0.83 1.90 2.18 7.94 8.31 8.53 12.56 20.3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고기능성 섬유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편물) 6114.90-9000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의류-직물) 6211.39-9000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의류-직물) 6211.49-0000

필터용 나노섬유 세라믹 이버 6806.10-3000

고강도 섬유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편물) 6114.90-9000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남성의류-직물) 6211.39-9000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여성의류-직물) 6211.49-0000

[나노섬유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코드]

 ○ 구성요소 고기능성 섬유와 고강도 섬유는 3가지 품목이 동일하게 매칭 되는 것으

로 나타남 

□ 수출입 황

 ○ 국내의 수출입 황을 보면, 세라믹 이버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3 Mil$), 

수입(10.1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세라믹 이버는 '06년부터 '10년까지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

이나, '10년 기  수출규모 비 수입규모가 약 2배 큰 것으로 조사됨

   - 수출규모 : (4.38('06) → 5.62('08) → 5.29('10))  

   - 수입규모 : (8.47('06) → 11.53('08) → 10.12('10))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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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섬유 복합체의 구성요소별 무역 황을 보면 품목 체는 수입 규모가 큰 것으

로 나타남

   - 특히, 고기능성 섬유, 필터용 나노섬유, 고강도 섬유 등이 '06년부터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고기능성 

섬유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

의 의류-편물)
-0.58 -0.40 -0.63 -0.74 -0.67 수입특화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

의 남성의류-직물)
- -0.77 -0.76 -0.34 -0.46 수입특화 완화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

의 여성의류-직물)
-0.80 -0.88 -0.82 -0.74 -0.81 수입특화

필터용 

나노섬유
세라믹 이버 -0.32 -0.25 -0.34 -0.35 -0.31 수입특화

고강도 섬유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

의 의류-편물)
-0.58 -0.40 -0.63 -0.74 -0.67 수입특화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

의 남성의류-직물)
- -0.77 -0.76 -0.34 -0.46 수입특화 완화

기타(기타 방직용 섬유제

의 여성의류-직물)
-0.80 -0.88 -0.82 -0.74 -0.81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나노섬유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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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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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agnetic, master, integrity, polyvinyl, lithium, yeast, tissue, cutting, cache, analyzer, nanoparticle, 
brakepowder, binder, article, phase, comprise, step, moleculegate, programmable, blocks, Input, 
instruction, panel

CR_2 gate, programmable, blocks, Input, instruction, panelsuction, installed, drain, aid, leaf, tape

CR_3
blow, crankcase, converter, emits, constructions, combinations, PM, directing, treat, ventbag, 
sections, captured, directions, apart, forcespixel, pixels, imaging, electron, sensors, rear

CR_4
zone, wastewater, Ventilation, cigarette, section, blow, re, Photo, reverse, gateplasma, deposited, 
carrier, carried, detection, pad, employing, dieblood, vessel, adapted, partial, path, target, module, 
fabricline, load, storage, sensor, blood, electrodes

CR_5

execution, computational, mutual, necessary, paths, selection, specified, buffer, unifiedfeature, 
features, instrument, mapped, routing, transmitting, stacked, vector, connectsmanifold, lock, 
cartridges, modular, received, encapsulate, conductivitylocal, Static, eliminating, match, SRAM, 
reconfigurable, shocks

CR_6
fiber, nanofiber, resin, mixture, polymers, memory, electrode, inkradiation, contain, moiety, 
terminal, titanium, glass, content

CR_7
liquor, anoxic, recycled, sludge, transferring, phosphorus, influence, recyclingwet, mercury, 
supplying, suspension, honeycomb, artificial, sphericalintermediate, dry, profile, ground, final, 
feedstocksiloxane, Toner, mono, Linking, fluorine, reagent, metallocene, Nonvolatile, fluorinated

CR_8

slider, densified, brushes, disks, plugged, beverages, unwoven, strainer, partitioning, weighting, 
submodule, dialysate, exothermic, powdered, seals, roadway, Denitrification, lignosulfonateblack, 
Colored, graphite, filament, width, adsorptionacylate, Mohs, overcoat, bank, lysine, topmost, 
bridge, dispersal, polarizing, trenches, cavities, hydrolyzate, ultrafine, arylenelatch, scan, Scanned, 
ABIST, queue, feature, implementation, setting

CR_9
nitride, Si, shielding, reduces, Visible, mountingbrake, successfully, clamp, tree, numerous, culture, 
slats, basket, protector, funnel, deposit, cobalt, MEMS, amplifier, foil, iridiumink, recording, 
plasma, nano, esters, hybrid, anti, laser, radiation, zone

CR_10

composite, multi, number, based, single, substantial, activetape, alignment, super, transistor, 
substance, cellulose, black, dual, Said, boron, factor, nitride, tip, dirt, intermediate, cathode, 
pixelamplifier, electrometer, closer, comparison, Respiratory, edges, surrounded, facility, sprayed, 
security, containment, seat

CR_11

hyperbranched, nanoscopic, domains, polysiloxane, paint, nanocomposite, moieties, carbonyl, 
processable, hydrogel, biomolecule, nature, tri, facilitating, sensitive, R′Phosphor, photosensitizer, 
brightness, electroluminescent, lowering, powered, extrusion, carbonization, Ultrasonic, proportion, 
groove, saturationtissue, mapping, previously, cap, tail, aeration, retrieval, RO

CR_12

culture, VSV, bottle, slider, needle, polishing, tungsten, utilitypiezoelectric, supports, corrosion, 
photosensitive, droplet, CNT, lamp, sense, common, permeability, impact, mirrornanotube, matrix, 
substrates, pack, thermal, Novel, member, powderlithium, solar, cationically, extraction, 
polycarbonate, cloth, elastomer, ammonium, peptide, ray, electrochemical

CR_13
cap, junction, rotary, Protein, rings, serum, jointfoil, mum, ten, Refractory, ejection, STO, 
electroless, quartz, lithographic, Phosphor, Spectral, Keyboard, hyperbranched

CR_14
lithium, solar, cationically, extraction, polycarbonate, cloth, elastomer, ammonium, peptide, ray, 
electrochemical, cap, junction, rotary, Protein, rings, serum, joint

CR_15
foil, mum, ten, Refractory, ejection, STO, electroless, quartz, lithographic, Phosphor, Spectral, 
Keyboard, hyperbranched

CR_16 media, greater, stream, plate, line, nanotube

CR_17
nanoparticle, resultant, oxidizing, siloxane, represents, cocatalyst, silicone, ppm, binders, latent, 
cyclic, norbornene, suction

CR_18 dirt, appliance, cup, cyclonic, periphery, wet, platform, reservoir, press

CR_19 cache, host, disk, respective, maximum, remote, latch, local

CR_20 instruction, digital, information, performed, user, execution, mask

CR_21 silicon, surfaces, arrays, fabrication, optical, interface

CR_22 extreme, germ, expelled, eliminates, emitted, stage

CR_23
tip, capillary, venting, pin, piezoelectric, copper, feeding, untreated, microwave, class, microfiber, 
flat, reinforced, reflective

CR_24 nano, precursor, ceramic, alloy,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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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고기능성 섬유

친환경 나노섬유 제조기술 
복합 입체 스 이 코  기술 

도성 나노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기술의 개발
생분해성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방음성  방진성 향상을 한 나노구조 복합재료 제조기술
CNT가 도입된 나노섬유 복합 매트리스 제조기술
단백질을 이용한 hyperbranche 나노섬유 복합체 제조 기술

필터용 나노섬유

이종섬유를 이용한 나노필터 표면개질 기술
다공성 유무기 하이 리드 나노 복합 섬유 제조기술

수성 나노섬유 제조기술
속 담지 탄소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나노 다공성 블록을 갖는 나노섬유 복합체 필터 제조기술
매-탄소나노섬유 복합체를  이용한 필터 제조기술

자 방사법을 이용한 색필터용 기 도성 나노섬유 개발 기술

고강도 섬유

고연신비정질계 나노복합섬유 제조 기술 
폴리에틸  테 탈 이트 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속  탄소나노구조체로 이루어진 나노섬유복합체 제조기술 
이차 지용 고강도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기술
고강도 고분자 나노섬유 복합체제조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고기능성 

섬유

친환경 나노섬유 제조기술 20% - - 20%
복합 입체 스 이 코  기술 20% - - 20%

도성 나노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기술의 개발 20% - - 20%
생분해성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 - - -
방음성  방진성 향상을 한 나노구조 복합재료 제조기술 - - - -
CNT가 도입된 나노섬유 복합 매트리스 제조기술 - - - -
단백질을 이용한 hyperbranche 나노섬유 복합체 제조 기술 - - - -

필터용 

나노섬유

이종섬유를 이용한 나노필터 표면개질 기술 - - - -
다공성 유무기 하이 리드 나노 복합 섬유 제조기술 - - - -

수성 나노섬유 제조기술 - - - -
속 담지 탄소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 - - -

나노 다공성 블록을 갖는 나노섬유 복합체 필터 제조기술 - - - -
매-탄소나노섬유 복합체를  이용한 필터 제조기술 20% - - 20%

자 방사법을 이용한 색필터용 기 도성 나노섬유 개발 기술 - - - -

고강도 

섬유

고연신비정질계 나노복합섬유 제조 기술 - - - -
폴리에틸  테 탈 이트 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 - - -

속  탄소나노구조체로 이루어진 나노섬유복합체 제조기술 20% - - 20%
이차 지용 고강도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기술 20% - - 20%
고강도 고분자 나노섬유 복합체제조기술 40% - - 40%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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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에서 ‘고강도 고분자 나노섬유 복합체제조기술 ’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40%가 보유하고 있으며, 4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친환경 나노섬유 제조기술 ’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20%)라고 

응답하 으며, ‘복합 입체 스 이 코  기술 ’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

술(20%)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필터용 나노섬유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업

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나노섬유복합체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세라믹코 제, 탄소나노섬유, 은나노 섬유, 라스틱필름, 무기나노소재 

해외 기업 TORAY  INDUSTRIES, Symyx Technologie, Bridgestone Corporation, Kuraray  

국내 기업

기업 효성, 삼성 자. LS 선, 코오롱 

소기업
아워솔루션, 성곡나노텍, 티오 , 실빅스, 제이티, 에스 로, 부 에스엠티, 아모메디, 가

람테크, 휴비스, 아모그린텍     

 ○ 나노섬유복합체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

이 소재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의 소기업이 공  사

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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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고기능성 섬유

친환경나노섬유제조기술 특

복합 입체 스 이 코 기술 특

도성 나노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기술의 개발 특

생분해성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특

방음성  방진성 향상을 한 나노구조 복합재료 제조기술 특

CNT가 도입된 나노섬유 복합 매트리스 제조기술 특

단백질을 이용한 hyperbranche 나노섬유 복합체 제조 기술 특

필터용 나노섬유

나노섬유필터 표면개질 기술 특, 

다공성 유무기 하이 리드 나노 복합 섬유 제조기술 특

친수/소수성 나노섬유 제조기술 특, 

속 담지 탄소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특

나노 다공성 블록을 갖는 나노섬유 복합체 필터 제조기술 특

매-탄소나노섬유복합체를 이용한 필터 제조기술 특

자 방사법을 이용한 색필터용 기 도성 나노섬유 개발 기술 특

고강도 섬유

고연신 비정질계 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특

폴리에틸 테 탈 이트 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특

속  탄소나노구조체로 이루어진 나노섬유복합체 제조기술 특

이차 지용 고강도 나노섬유 분리막 제조기술 특

고성능 고분자 나노섬유이용 복합소재 제조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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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요소기술의 범 가 무 넓거나, 재 시  기 으로 기술의 성숙도가 낮은 요소

기술  응용분야가 불분명한 요소기술에 해 기술의 범   용분야를 한정하

여 요소기술을 조정하 음.

   - 이종섬유를 이용한 나노필터 표면개질기술은 나노복합체에 이종의 의미를 포함하

고 있으므로 복된 표 을 수정하 고, 수성 나노섬유제조기술은 수성의 의

미를 친수/소수성으로 구체화하 음.

   - 나노섬유분야의 경우 나노섬유의 기능성을 극 화할 수 있는 고분자 소재에 한 

기술  기존 섬유의 기계  성질이 부족한 단 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분야로의 

개발이 요구됨. 따라서 신규 고분자소재 용기술, 집체화기술, 표면특성부여기술, 

범용 고분자 소재의 나노섬유화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고기능성 섬유
생분해성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방음성  방진성 향상을 한 나노구조 복합재료 제조기술

필터용 나노섬유
나노섬유필터 표면개질기술 

친수/소수성 나노섬유 제조기술

고강도 섬유
폴리에틸 테 탈 이트 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고성능 고분자 나노섬유 이용 복합소재 제조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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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고기능성 
섬유

생분해성 
나노섬유  

응용제품 
제조기술

생분해성 고분자  
기방사 기술

섬유직경:300nm
이하

생분해성제어

섬유직경:100nm
이하

생분해성제어

의료용제품등
생분해성

나노섬유복합
화기술

생분해성제어
가가능한

나노섬유응용
제품

방음성  
방진성 향상을 

한 나노구조 
복합재료 
제조기술

나노섬유화  구조 설계  
기술

500nm  이하 
나노섬유 개발

나노섬유를 
이용한 3차원 

섬유 구조  설계 
 제어 기술 

개발

나노섬유를 
이용한 3차원 

섬유 구조  
설계  제어 

기술 개발

흡음율 0.9 
(2000 Hz)이  

이상인 
나노섬유 

흡음소재 개발

필터용 
나노섬유

나노섬유필터 
표면개질기술 

나노섬유화  친유성 
표면  개질 기술

효율 75% 
오일회수 필터 

개발

효율 90% 
오일회수 필터 

개발

효율 90% 
오일회수 필터 

개발

효율 90% 
오일회수 필터 

개발

친수/소수성 
나노섬유 
제조기술

소수/ 소유성 제어  
나노섬유화 기술

분리성능 98%인 
유수분리 필터

분리성능 99%인 
유수분리 필터

분리성능 
99.9%인 

유수분리 필터

분리성능 
99.9%인 

유수분리 필터

고강도 
섬유

폴리에틸 테
탈 이트 

나노복합섬유 
제조기술

용융 기방사 기술
섬유직경: 500 

nm 이하
섬유직경: 200 

nm 이하
섬유직경: 100 

nm 이하
섬유직경: 100 

nm 이하

고성능 고분자 
나노섬유 이용 
복합소재 제조 

기술 

-고분자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섬유복합화 섬유체

율제어기술

-150nm 고분자
섬유

-섬유체 율:10%
이상

-100nm 고분자
섬유

-섬유체 율:20%
이상

-100nm 고분
자섬유
- 섬 유 체
율:30%이상

나노고분자섬
유보강고내열/
고인성복합소

재개발
-100nm 고분

자섬유
-섬유체 율: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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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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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바이오)응용 나노복합체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어도 1종 이상의 나노소재를 포함하며 2상 이상이 복합 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안정 인 소재로써, 항균, 피부보호 (자외선 차단, 유효성분 달), 오염방지, 친수

코  등 바이오 특성, 매 특성, (약물) 달 특성을 이용할 목 의 바이오 응

용 는 생활용품 나노복합체.

 ○ 나노소재가 우수하고 독창 인 특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 자체로써는 생활용품으

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짐. 즉, 단  나노소

재를 직  사용하기에는 취 상의 문제와 인체  환경에의 향 등 기술 인 한

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활용하기 한 수단(방법)임 .

 

 ○ 생활용품 나노복합체는 그 자체가 안정성이 있어서 일정한 형태와 특성을 가짐. 

를 들어 화장품이나 페이스트(paste)처럼 나노입자를 용매에 분산시킨 형태이나 

용매를 증발시킨 후 잔류하는 성분을 이용하므로 활용과정에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생활용품 나노복합체는 많은 경우 콜로이드 상태의 단  나노소재 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융복합소재를 직  사용이 편리한 용액에 분산한 콜로이드 분

산용액 는 페이스트 형태를 가짐 .

 ○ 매는 빛 (photo＝light)과 매 (catalyst)의 합성어로 일정 장의 빛을 받아 

매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통칭하며 이를 나노크기로 형성하 을 경우 넓은 표

면 으로 인해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남. 다양한 소재가 연구되고 있으나 일

반 으로 TiO2(anatase), TiO2(rutile), ZnO, CdS, ZrO2, V2O2, WO2 등이 잘 알려

져 있음.

 ○ 질병 진단/치료용 소재분야에서는 나노메디신이라는 이름으로 진단  치료가 동

시 가능한 복합성 나노소재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기존의 나노소재가 세포독성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나노물질에 한 안

성  생체 합성에 해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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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 화장품 분야에서는 주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하거나 피부에 유효

한 나노소재 성분을 달하기 한 나노소재와 나노융복합소재 합성  이들을 기

존 제품과 formulation하여 실용화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융합복합소재에 비해 일부 시장이 먼  형성되기 시작하 고 꾸 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음. 

 ○ 친수·자기정화 코  분야는 이산화티탄과 같이 오염방지  자기정화 기능 등의 

특성을 갖는 나노소재를 고정하기 한 코 제품과 같이 실용화된 제품이 이미 시

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의 꾸 한 성장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한 실용화 연

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생활용품 나노복합체 시장은 2015 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9.1%에 이르러, 다른 

나노융합복합체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성장세가 상됨.

나. 범

 ○ (제품 분류 ) 생활(바이오)응용 나노 복합체는 크게 매, 진단/치료용 소재, 화

장품용 소재, 친수·자기정화 코 분야로 나  수 있으며 각각의 소재 합성 기술, 코

을 포함한 소재 표면처리 기술, 특성발 을 한 분말 입자 고정기술 등이 포함됨.

 ○ (공 망 ) 생활(바이오)응용 나노 복합체는 질병 진단 키트, 나노화장품 등과 

같이 복합체를 사용한 상용화된 제품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나노 

복합성 소재의 원재료  나노소재 물성제어, 기능화를 한 표면처리 등 제조  

가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2. 기술(특허) 분석48)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의 동 상특허 1,828건 체에 한 각 국가

의 연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일본이 체의 48.6%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48)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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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 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터, . 라스
미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136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96

A61K-031 유기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제재    84

A61K-047 사용하는불활성성분, .담체,불활성첨가제의특징이있는의약품제제    72

A61K-038 펩티드를함유하는의약품제제 66

A23L-001 식품 는식료품그들의조제 는처리 61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일본은 출원건수는 비교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과 미국은 반 로 삼극 특허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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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Phild Co., Ltd. 0 5
NanoProducts 
Corporation

6 0
Kewpie  

Corporation
13 0

2 NV BEKAERT SA 3 1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6 0
Kaneka 

Corporation
10 1

3
Kolon Industries,  

Inc.
3 0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5 1 NOEVIR Co.,Ltd. 5 5

4

Max-Planck-Gesells
chaft  zur 

Forderung der 
Wissenschaften e.V.

2 0
Central Glass  

Company, 
Limited

0 4
Nippon Meat 
Packers, Inc.

2 5

5 Eikos, Inc. 2 0
UNIVERSITY OF  

DAYTON
2 2

Takiron  Co., 
Ltd.

1 6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2) 국내동향

 ○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8년 최  출

원 73건을 기 으로 ‘09년부터는 감소하여 ’10년에는 21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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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47 사용하는 불활성 성분, .담체, 불활성 첨가제의 특징이 있는 의약품제제    29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24

A61K-031 유기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제재    23

B82B-003
개별원자 는 분자의 조작 는 개별단 로서 원자 는 분자의 제한된 집
합에 의한 나노구조의 제조 는 처리   

19

A61K-009 특별한 물리  형태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의약품 제제 18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 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터, . 

라스미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17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세 학교, 고려 학교 등 학/연구기 의 강세가 비교  두

드러진 것으로 악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
주식회사 휴먼바

이오
3 (주)아모 퍼시픽 3

2
연세 학교

산학 력단
6 (주)에스.앤.디 3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2

3
고려 학교

산학 력단
6

주식회사 나노스

페이스
2 - -

4
이화여자 학교

산학 력단
5 - - - -

5
재단법인서울 학교

산학 력재단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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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경쟁력지수 분석

 ○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치료용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

쟁력이 0.16인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를 보면, 진단용소재와 식품, 화장품용 소재가 각각 1.24, 

1.36로 비교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포장용소재의 경우 

0.86로 상 으로 기술활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진단용 소재 0.85 165.21 0.99 1.41 0.15 1.24

치료용 소재 1.02 302.30 0.93 1.13 0.16 0.89 

식품, 화장품용 소재 0.86 102.82 1.12 - - 1.36 

포장용 소재 1.27 183.67 1.04 0.81 0.09 0.86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진단용 소재 

(1.29), 포장용 소재(0.99), 식품, 화장품용 소재(0.96)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진단용 소재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성요소별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4가지 구성요소  식품, 화장품용 소재

가 218로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진단용 소재 2,519 1.29 140.56 

치료용 소재 2,458 0.83 118.24 

식품, 화장품용 소재 1,151 0.96 218.06 

포장용 소재 1,438 0.99 169.80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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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진단용 소재 0.15 1.25 1.29 140.56  

치료용 소재 0.16 0.90 0.83 118.24 

식품, 화장품용 소재 -　 1.36  0.96 218.06 

포장용 소재 0.09 0.86 0.99 169.80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

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치료용 소재가 3.6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식품, 화장품용 소재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3  이상이며,기술

활동도는 진단용소재, 식품, 화장품용소재가 5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술진입도는 진단용소재가 2.5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진단용소재를 제외

한 나머지 구성요소는 모두 3  이상으로 소기업의 진입이 체 으로 용이할 

것으로 단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진단용 소재 4 5 4.4 1 4 2.5 3.26

치료용 소재 4 2 3.2 4 4 4 3.68

식품, 화장품용 소재 - 5 2 3 3 3 2.6

포장용 소재 3 2 2.6 3 3 3 2.8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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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1) 매용 나노복합체

□ 시장 니즈 1 : 고기능성(가시  응답형 매)

 ○ 다양한 장 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필요. 

 ○ 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빛은 주로 가시  장 역이므로 이 역 에서 쉽

게 활성화될 수 있는 실용  가시  응답형 매 소재의 개발이 폭넓게 이루어

지고 있음. 

 ○ 2010년부터 가시  응답형 매가 본격 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 으나 기

술 인 완성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2012년부터 가시  응답형 매가 

실내 인테리어 자재, 도장작업 사업장, 터  내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규모 

확 가 일어날 것으로 망 됨.

□ 시장 니즈 2 : 가격화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가격이 비싼 귀 속이나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

지 않고 가 소재 사용이 필수. 한 생산 단가를 낮추기 해서는 량 생산이 

가능한 나노복합분체 제조기술이 필요.

 ○ 재 고부가가치 매의 부분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가 매는 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음. 엔고가 지속됨에 따라 매의 수입 가격 상승이 크므로 

이를 체할 수 있는 매의 수 이 요구됨.

□ 시장 니즈 3 : 범용성

 ○ 매용 소재 시장이 확산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표면에서 쉽게 용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속과 같은 무기물뿐만 아니라 섬유, 라스틱과 같은 

유기물 표면에 용가능하다면 다양한 산업으로의 응용이 가능함.

□ 시장 니즈 4 : 환경  인체 안정성

 ○ 최근 들어 나노물질에 한 인체 유해성 여부가 논란의 상이 되고 있음.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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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해서는 지속 으로 검증이 되겠지만, 특히 매 등 생활용품에 한해서 

인체 유해성에 한 검증이 생산 공정과 최종 제품에 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 나노복합체 제조공정 자체도 오염물질을 최 한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공

정으로 이 져야 할 것임.

(2) 질병진단 / 치료용 고감도 나노복합체

□ 시장 니즈 1 : 고감도  다 검지가 가능한 나노복합체 개발

 ○ 생물 시료의 경우 시료의 양이 매우 은 경우가 많고 다른 분야보다도 높은 신뢰

도가 무엇보다 요하기 때문에 은 양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고감도 나노복

합체 개발이 필요. 

 ○ 기존 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려웠던 생체 조직  세포에 의한 복합 인 생리신호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정확하고 빠른 측정이 가능하다는 에서 

여러 물질이 결합된 나노복합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시장 니즈 2 : 생체 합성 소재

 ○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질병의 진단  치료를 해서는 생체 내 무독성을 가지는 

소재가 반드시 필요. 

 ○ 재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성 나노입자의 세포독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체 합성을 가지는 소재  코  기술 개발의 필

요성이 크게 두됨.

□ 시장 니즈 3 : 치료 가능 소재

 ○ 상화를 한 진단용 고감도 나노소재와 치료용 나노소재가 결합한 나노복합체는 

질병의 진단  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표면개질용 나노복합체( 친수· 소수  자기정화)

□ 시장 니즈 1 : 안정성

 ○ 표면개질용 소재는 물질의 표면만을 개질하고 동시에 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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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 표면을 쉽게 친수성 / 소수성화 할 수 있는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표

면 개질이 주목받고 있음

□ 시장 니즈 2 : 범용성

 ○ 표면개질용 소재  이를 코 하는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속이나 비 속 표면 등 다양한 표면에 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요함. 

□ 시장 니즈 3 : 코 재의 물성 제어

 ○ 친수성을 이용한 자기정화 코 제 (자외선 차단 기능 포함): 다양한 종류의 

옥외 혹은 실내 건축물, 혹은 자동차 내, 외장 제품 등에서 먼지 등에 의해 

발생되는 얼룩을 생기지 않도록 하고 혹은 세정이 용이하게 하기 해 사용

되는 코 재료로 다음의 물성이 요구됨:

   (1) 코 응성: 코  시 마이크로 크기의 결함이 없을 것

   (2) 코 수명: 7년 이상 코  후 투명도가 높아야 함

   (3) 친수 성질을 나타내야 함

   (4) 매 상이 기재에 향을 미치지 않아야 됨 

□ 시장 니즈 4 : 라스틱 코 기술

 ○ 친수성을 이용한 오염방지 코 재 시장은 유리 표면 코 과 라스틱 표

면 코  시장으로 크게 나  수 있으며, 유리 시장의 경우 약 1,000억원 정

도로 추산되며, 라스틱 표면 코 의 경우 약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됨. 
 

 ○ 라스틱의 경우 나노복합체를 사용할 경우 매 상에 따른 기재 분해 

문제로 인해 나노복합체가 차지하는 비 은 시장의 약 3~5%정도로 추정됨. 

따라서 기재 분해  황변 상을 보이지 않는 나노소재 개발이 요구됨. 

(4) 기능성 나노화장품

□ 시장 니즈 1 : 고기능성 

 ○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합성, 나노캡슐화하여 단일 성분에 비해 경피 흡수가 어려

워질 수 있으므로 나노복합체 소재의 고기능 발 을 해서는 입자의 크기를 작

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약물의 경피흡수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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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니즈 2 : 생체 합성

 ○ 생체에 직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생체 합성은 필수요소임. 한 알 르기

와 같은 피부과민반응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야 상품으로의 용이 가능함. 

□ 시장 니즈 3 : 코스메슈티컬 (Cosmeceutical) 화장품 

 ○ 화장품 (Cosmetic)과 의약품 (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약용 화장품을 뜻하며 

를 들어 나노좀 (Nanosome)과 같은 화장품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음. 나노좀은 

피부세포막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극미세소구체 (50 nm 이하) 안에 각종 활성성

분을 합하여 손상, 노화된 피부와 같이 필요한 부 에 정확하게 보 시켜 주는 

약물송달체계의 일종임. 

 ○ 제품별로는 재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50% 이상이 스킨 어 제품이며, 그 에서

도 노화방지 화장품이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자외선 차단, 미백제품 등의 선 어, 

발모제나 지루성 피부염 용 샴푸 등 헤어 어 제품을 포함함.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진단용 소재

 ○ 의료분야 바이오 기술 시장에 한 보고서 내 진단용 소재 시장 망 따르면 2009년 

163억 달러에서 2014년 265억 달러로 연평균(CAGR) 10.1%의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 5 ,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의료분야 진단용 소재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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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기술은 액, 소변, 객담 등 시료개체를 신체로부터 분리하여 감염질환, 암질

환 등 각종 질환을 고감도/다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며, 치료기술과 융합되

어 약물 달, 유 자 달 등도 가능하게 하는 첨단의료 기술로 앞으로의 시장 

망이 밝음

 ○ 한, 다양한 시료 처리기술과 시료증폭기술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세계

으로 진단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회로 삼아 기존 기술의 

성능  기능향상을 한 나노융합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 함으로써 재편되는 

바이오의료 진단시장을 선 할 필요가 있음 

□ 치료용 소재 

 ○ 의료분야 바이오 기술 시장에 한 보고서 내 치료용 소재 시장 망에 따르면 

2009년 864억 달러에서 2014년 1,571억 달러로 연평균(CAGR) 12.7%의 성장이 

상되고 있음

 ○ 나노 바이오의료용 융합기술은, 측정, 분석, 진단, 치료 분야에 다양하게 용 가

능하며 의료제품은 다양한 기술이 이미 융합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기술을 부분 으로 체 할 수 있

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조기 상용화 가능성에서 유리할 것으로 단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5 ,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의료분야 치료용 소재 시장 망]

 ○ 치료기술은 체외에서 약물을 체내로 투입하는 체외치료기술, 체내에 삽입  는 

운용될 수 있게 하는 임 란트/생체재료 기술, 약물 달기술 등으로 시장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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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함

   - 안약, 연고, 패치 등 다양한 약제학  기술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약물 등 치료

제를 달하거나, 치료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보 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서 최근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식품, 화장품용 소재

 ○ 로벌 문시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화학제는 2011년 195억 달러에서 2014년 

226억 달러로 연평균 5.0%의 성장이 상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시장은 연평균 

8.0%로 2014년 429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망됨 

 ○ 재 우리나라의 나노 련제품 생산기업은 약 550개( 기업 39개)이며, 나노기술 

문기업은 약 200개로 악됨(나노조합,‘08)

   - 부분의 사업화 사례는 높은 기술 수 을 요구하지 않고, 시장 진입이 상 으

로 용이한 생활소재 분야 심으로 진행 이며 화장품용 소재는 직 으로 

용 가능한 기술로 시장에서의 범 가 비교  넓음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10.03 , Global Specialty Market

[화장품  식품첨가재 시장 망]

 ○ 한, 식품용 소재는 BT, IT 기술과 더불어 나노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목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식품자체가 필수재라는 측면에서 로벌 경기

침체의 향을 게 받아 향후 인구증가와 더불어 시장규모가 지속 으로 확 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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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 소재

 ○ 환경 응용 련 나노기술 보고서에 수록된 나노코 제 시장에 따르면 2009년 약 

6,500만 달러에서 2014년 8.7억 달러로 연평균(CAGR) 68.2%의 비교  높은 성장

이 상되고 있음

 ○ 최근 포장용 재료 시장에서 친환경 소재  제품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

미 식료품 포장업계에서는 나노복합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료품의 신선도를 유

지하기 해 정한 공기 투과율을 갖는 포장재 등에도 활용의 범 를 넓 가고 

있는 추세임

※ 자료 : BCC Research, 2009. 6 , Nano technology in Environmental Applications: The Global Market

[환경 응용 련 나노기술 시장 망]

 ○ 나노코 제에 한 수요는 정 방지, 자기 차폐 등과 같이 특정 포장기능의 성

능개선에 한 요구와 조품 식별  제품이력 추 리와 같은 포장재의 신기능

에 한 요구에 기인하여 련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할 망임

(2) 무역 황 분석

□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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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진단용 소재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03.00-9090

치료용 소재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03.00-9090

식품, 화장품용 소재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03.00-9090

포장용 소재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03.00-9090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생활(바이오)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의 4가지 구성요소는 모두 ‘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로 품목이 동일하게 매칭되어 동 분야에서는 구성요소별 분석을 제외함  

□ 수출입 황

 ○ 생활(바이오)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의 수출입 황을 보면, '10년 기  수출(3.3 

Mil$), 수입(5.6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는 '06년을 기 으로 '09년까지 수입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으나, '10년에 들어 '09년 비 수입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함(2.55('06) → 

1.68('08) → 5.56('10))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2.89 3.41 2.11 8.69 3.25 2.55 1.44 1.68 0.54 5.5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는 '09년까지 수출특화 품목이었으나, '10년에 들어 수입

특화분야로 환됨 (0.06('06) → 0.11('08) → -0.26('10))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기타(카본블랙을 제외한 탄소) 0.06 0.41 0.11 0.88 -0.26 수입 특화 환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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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rotein, Methods, acid, human, tissue, groupacid, nucleic, proteins, relates, gene

CR_2
tissue, target, encoded, designated, Detection, fragmentvariants, active, cellular, 

entitledfragment, exhibits, variantsexhibits, aberrantly, elicithumoral, table, passive

CR_3 cancer, specific, usedgene, expression, cancer

CR_4 foods, medicines, cosmeticsmechanical, bio, motor, flexible, drive, stimulation

CR_5
one, disclosed, cell, diseaseactivity, screening, related, compoundsdisease, diseases, activitycell, 

binding, containingnew, Alzheimer, treat

CR_6
human, molecules, onereceptor, assays, identification, DNA, prostate, drugpolypeptides, 

producing, same, detecting

CR_7

group, carbon, compound, represents, film, receptor, OMPsystem, surface, composition, 

gasfilm, resin, metal, lower, hybrid, release, HCV, chimeric, apparatus, reduced, antigens, 

ligand, Optical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

야 포지션맵 작성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야 포지션맵]

 ○ 생활(바이오) 응용 나노복합체 분야는 18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

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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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unsubstituted, heteroatom, ester, adjacent, substituents, prodrugs, ingredients, nephropathy, 

monomercomposition, functional, twosurface, weight, patientpatient, device, body

CR_9

Complexes, particle, allowing, substance, part, StreptococcusSARS, MAbs, IP3R, glucose, Tat, 

transporter, differentially, biosensor, MNmembrane, outer, members, effective, substrate, 

secreted, carriersubject, assay, blood, levelsID, nucleotide, purified, domain, new, infection, 

kinase

CR_10

antigens, Immunogenic, prevent, second, melanoma, marker, affinitypeptides, uses, 

acidsmarker, measuring, markers, chemokine, breast, membrane, telomerase, typetumor, 

growth, therapydomain, monoclonal, clinical, test

CR_11

antigenic, fusion, antisense, utilizingprostate, highly, tumor, polypeptide, sampleantigen, bind, 

derivedpolypeptide, peptide, antigeninfection, vaccine, virusHCV, hepatitis, directly, 

Complexes, wound, aspect, aureus, reagent, Tir, proliferation

CR_12

colorectal, evaluation, polymerization, neoplastic, CO, inventive, disclosure, candida, identity, 

annexin, HH, TADG, 22P4F11, Prion, amyloid, mitochondrial, epithelial, Picornaviruses, 

element, hepcidin, Bardet, PIPpeptide, fragments, anti, antibody

CR_13

HCV, hepatitis, directly, Complexes, wound, aspect, aureus, reagent, Tir, proliferation, 

colorectal, evaluation, polymerization, neoplastic, CO, inventive, disclosure, candida, identity, 

annexin, HH, TADG, 22P4F11, Prion, amyloid, mitochondrial, epithelial, Picornaviruses, 

element, hepcidin, Bardet, PIP, peptide, fragments, anti, antibody

CR_14 atom, substituted, optionally, formula

CR_15 ligand, disorder, syndrome, nervous, bacterial, HIV

CR_16 care, personal, carbohydrate, nanoparticles, siloxane, Humanized

CR_17 molecules, recombinant, polypeptides

CR_18 control, time, modulation, low, order, liquid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진단용 소재

의료용 단분산 속  산화물 자성 나노 분말 제조기술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암 조직 특이  유 자  단백질 탐색/진단기술 

알츠하이머 련 유 자 탐색  치료방법 개발 기술

립선 질병을 별하기 한 분석방법  치료방법 개발 기술

암 조직 진단용 바이오 칩 제조 기술

치료용 소재

표  치료용 항체 개발 기술

치료용 단백질 세포 내 달 기술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술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용 나노 소재 기술

암표  치료용 나노마커 제작 기술 

식품, 화장품용 소재

자외선 차폐 고투명 화장품 제조 기술

나노입자를 이용한 피부와 모발 보호제 개발 기술

특정 식품의 알 르기 방지제 개발 기술

나노 에멀젼 구조를 응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술

포장용 소재

나노 다공성 포장재 제조기술

기능성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포장필름 제조기술

나노 입자를 용한 자외선 차단용 포장필름 제작기술

나노 기술을 이용한 고 차단성 화장품 용기 개발 기술

식품용 고연신 유연 기체 차폐 필름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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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
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
5)성숙

기술
3)

공백

기술
4)

진단용 

소재

의료용 단분산 속  산화물 자성 나노 분말 제조기술 - - - -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암 조직 특이  유 자  단백질 탐색

/진단기술 
11% - - 11% 

알츠하이머 련 유 자 탐색  치료방법 개발 기술 - - - -

립선 질병을 별하기 한 분석방법  치료방법 개발 기술 - - - -

암 조직 진단용 바이오 칩 제조 기술 - - - -

치료용 

소재

표  치료용 항체 개발 기술 - - - -

치료용 단백질 세포 내 달 기술 - - - -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술 11% - - 11%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용 나노 소재 기술 11% - - 22% 

암표  치료용 나노마커 제작 기술 11% - - 11% 

식품, 

화장품용 

소재

자외선 차폐 고투명 화장품 제조 기술 - - 11% 22% 

나노입자를 이용한 피부와 모발 보호제 개발 기술 33% 11% - 44% 

특정 식품의 알러지 방지제 개발 기술 - 11% 11% -

나노 에멀젼 구조를 응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술 11% 11% - 11% 

포장용 

소재

나노 다공성 포장재 제조기술 - - 11% -

기능성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포장필름 제조기술 11% 11% - 22% 

나노 입자를 용한 자외선 차단용 포장필름 제작기술 11% 11% - 11% 

나노 기술을 이용한 고 차단성 화장품 용기 개발 기술 11% 11% - 11% 

식품용 고연신 유연 기체 차폐 필름 제조 기술 - - 11%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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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바이오)응용 나노복합체 분야에서 ‘나노입자를 이용한 피부와 모발 보호제 개

발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3%가 보유하고 있으며, 44%의 기업이 소기

업형 기술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술’은 보유 기술(11%), 소기업형 

기술(11%)라고 응답하 으며,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용 나노 

소재 기술’은 보유 기술(11%), 소기업형 기술(22%)로 답변함

 ○ ‘자외선 차폐 고투명 화장품 제조 기술’은 보유기술(0%), 공백기술(11%), 성숙기술

(0%), 소기업형 기술(22%)로 문항 결과를 종합하여 유추해보면, 동 기술은 발  

가능성이 높고 신규 소기업이 진입이 용이한 기술인 것으로 단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생활 근 형 나노기술개발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특히 식품, 화장품용 소재 분야의 일부 기술은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한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생활(바이오)응용 나노복합체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약재나노섬유, 세라믹 나노분말, 불소수지맨드릴, 오존발생기, 고 도 탄소재, 탄소나노튜 , 클

징 제품, 자동차 고무부품, 이온활성수, 나노탄소융합소재, 고분자 수지

해외 기업 Phild, NanoProducts Corporation, Kewpie, NOEVIR, Eikos  

국내 기업

기업 사임당화장품, 아모 퍼시픽, LG생활건강 

소기업
시노펙스, 한세라믹스, 한국셀텍, 은율, 코아패스, 오스젠, 아이기스, 국제앤틱, 애스앤비, 나도 

솔루션, 극동씰테크

 ○ 생활(바이오)응용 나노복합체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50%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6% 의 소

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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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진단  치료용 

소재

단분산 기능성 복합 나노분말 제조기술( 속  자성 산화물) 특,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질병 특이  유 자  단백질 진단/치료 기술 (암, 치매 등) 특, 

진단용 바이오칩 제조기술 특

치료용 단백질 세포내 달기술 특

재조합 단백질을 포함한 항체  치료제 개발기술 특

식품, 화장품용 

소재

자외선 차단용 피부보호제 제조 기술 특, 

특정 식품의 알 르기 방지제 개발 기술 특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술 특, 

코   포장용 

소재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용 투명 포장 소재(필름, 용기) 특, 

기능성 나노 코 재  코 기술

친수성  자기정화 나노복합체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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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요소기술의 범 가 무 넓거나, 재 시  기 으로 기술의 성숙도가 낮은 요소

기술  응용분야가 불분명한 요소기술에 해 기술의 범   용분야를 한정

하여 요소기술을 조정하 음.

   - 진단용 소재와 치료용 소재로 구분되어 있던 구성요소를 진단  치료용 소재로 

통합하 음. 나노기반의 진단용 소재의 경우 진단과 치료분야에 모두 활용이 가능

하며, 련 연구개발 트 드도 진단과 치료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소재  

기술로 진행되고 있어 양 구성요소의 통합이 함. 

   - 포장용 소재 구성요소에서 나노복합체의 코 을 통한 기능성 부여에 한 요소기

술이 락되어, 기능성 나노코 재  코 기술과 친수성  자기정화용 나노복

합체 요소기술을 추가하여 코   포장용 소재로 구성요소를 확장하 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진단  치료용 소재

단분산 기능성 복합 나노분말 제조기술( 속  자성 산화물)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질병 특이  유 자  단백질 진단/치료 기술 (암, 치매 등)

진단용 바이오칩 제조기술

식품, 화장품용 소재
자외선 차단용 피부보호제 제조 기술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술

코   포장용 소재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용 투명 포장 소재(필름, 용기)

기능성 나노 코 재  코 기술

친수성  자기정화 나노복합체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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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진단  

치료용 소재

단분산 기능성  

복합 나노분말 
제조기술( 속 

 자성 

산화물)

속   자성산화물 상의 

단분산 복합 나노분말 제조

분산도편차15%이
하의  기능성 

복합 나노분말 
제조

분산도편차5%이하

의  기능성 복합 
나노분말 제조, 한 
배치당 1kg 이상 

량 생산

분산도편차5%이
하의  기능성 
복합 나노분말 

제조, 한 배치당 
5kg 이상 량 

생산

단분산 속  
자성산화물  
복합체 개발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질병 

특이  유 자 
 

단백질 

진단/치료 기술 
(암, 치매 등)

타깃 유 자  단백질 발굴 
기술  질병 특이  

나노복합소재 개발기술

상 유 자  

단백질 in vitro  
진단  치료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10배 
민감한 진단  

95 % 이상의 

치료효율)

동물을 상으로 

한 유 자  
단백질  진단  

치료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10배 
민감한 진단  

95 % 이상의 

치료효율)

20명 이상의 

환자 
샘 (유 자   

단백질)을 

이용한 진단

질병 특이  
유 자  

단백질의 발굴  

 
진단/치료기술 

확립

진단용 
바이오칩 
제조기술

고감도 바이오칩 제조기술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진단 
속도 2배  향상

기존의 
바이오칩과 

비교하여 크기   
무게 2배 경감

환자  샘 을 

이용한 진단

고속, 고감도 
진단용 바이오칩 

개발

식품, 
화장품용 

소재

자외선 차단용 
피부보호제 
제조 기술

높은 자외선 차단율과  
인체안 성이 보장된 
나노복합소재 개발

UV-B  > 99% 
차단, SPF > 40, 

자극 
피부보호제 개발

UV-B  > 99% 
차단, SPF > 40, 

자극 
피부보호제 개발

UV-A(320~400n
m) 역99%차단,

피부자극최소화

우수한 
피부보호제의 

국산화  수출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술

자극을최소화하고노화방지,미
백등기능을최 화한마이셀,나

노에멀젼혹은입자 

고기능성 마이셀, 

나노에멀젼, 
나노입자  소재 

개발

제품 동물실험
피부개선효율증

  단기간화
국산 화장품의 

고기능화

코 , 
포장용 소재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용 투명 

포장 소재(필름, 
용기)

높은 자외선 차단율과  
투명성을 만족하는 자외선 

차단용 필름  용기 개발

자외선 차단율 
>95%, 투과율  

>90%

 내구성  
신뢰도 검증

자외선차단율>99
%,투과율>95%만

족하는제품양산 

자외선 차단용 
나노포장소재의 

상용화

기능성 나노 
코 재  

코 기술

고강도, 내마모, 방수,  

열화방지 등 기능을 가지는 
나노 코 제 제조  표면 

코 기술

코 재분산안 성
>6개월,기능성나노

코 기술개발 

코 재분산안 성
>6개월,기능성나노

코 기술개발 

코 막 경도 
2B이상

기능성 
나노코 제 
국산화  

나노코  기술 
확보

친수성  
자기정화 

나노복합체

친수성  자가정화등  
매 기능이 우수한 

나노복합재료 개발

수 각 < 5도, 
자외선 하  

매 활성 

P25 비 150% 
효율

수 각 < 5도, 
자외선 하  

매 활성 

P25 비 150% 
효율

가시 응답형 
친수/자기정화 

나노복합체

친수/자기정화 
기술 확보  

소재의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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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 979 -

바이오

-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 세포치료제

- 개량신약

- 천연물의약품

- 바이오화장품 소재

- 의료용 생체유래소재

- 친환경농업소재

- 소형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진단기

- 표적 지향 진단 및 치료용 소재

- 재활 및 물리치료기기

- 인체기능 대치 제품

- 이동지원기기

- 생체신호계측기기

- 유방암 영상진단기기

-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 치과용 영상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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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1. 개요

가. 정의

 ○ 유 자 재조합 의약품 (재조합 의약품)이란 유 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티드 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함. 

    - 의약품 등 기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제10장 (식품의약품안 청고

시제 2006-56호, 2006.12.6.)

    - 재조합의약품에는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그리고 재조합 백신이 포함됨. 

 ○ 단백질 의약품이란 유 자 재조합기술, 세포배양기술, 바이오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의약용 단백질을 미생물이나 동물세포시스템을 이용해 량생산하여 질환치료 목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함. 

 ○ 항체 의약품이란 유 자재조합의약품의 일종으로서 하이 리도마에 의해 생산된 

본래의 면역 로불린 (IgG), 면역 합체, 그리고 chimeric humanized 면역 로

불린, 항체라이 러리, 혹은 형질 환마우스에서 선별한 완 한 사람면역 로불린, 

F(ab’)  F(ab’)2 조각, single-chain antibodies, 재조합면역 로불린 가변부  (Fvs) 

등 면역 로불린으로부터 유래된 면역 로불린조각  재조합단백질을 포함함. 

 ○ 재조합 백신은 원하는 항원을 유 자 재조합 방법으로 벡터에 삽입하여 미생물 등

으로 부터 배양 정제하여 얻는 재조합 단백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의미함. 

나. 범

 

 ○ (제품 분류 ) 재조합 의약품의 범 는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재조합 백

신 등이 포함됨. 재조합 의약품 시장은 단백질 의약품과 항체 의약품이 양분하고 

있음. 체 백신 시장  재조합 백신 시장이 차지하는 비 은 단백질 의약품과 

항체 의약품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음(2010, datamonitor). 

   - 단백질 의약품은 천연 단백질과 동일한 구조의 단백질을 사용하던 1세  제품들, 

단백질 재설계나 단백질공학기술을 응용해 신규 효능 는 개선된 효능의 단백질 

의약품을 설계하거나 안정화를 통한 지속성 제제화 등에 의한 2세  제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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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음. 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단백질의약품에는 사이토카인, 호르몬, 

인터페론, 액응고인자 등이 있음. 

   - 항체 의약품은 주로 IgG형태이며 일부 F(ab') 형태가 있음. 주된 응증 분야는 

암과 류마티스성 염 치료용 항체임.

   - 재조합 백신에는 B형 간염 백신(Hepatitis B vaccine), 자궁경부암 백신 등이 있음. 

 ○ (공 망 ) 재조합 의약품은 공 망 에서 바이오시 러, 바이오베터,신약 

등으로 크게 나  수 있음.

   - 바이오시 러는 기존 재조합 의약품을 주성분 변화없이 복제한 제품을 의미함.

   - 바이오베터는 지 까지는 이미 허가된 품목에 비해 안 성, 유효성, 유용성 등에 

있어 개선되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바이오의약품이었으나 향후에는 주성분의 변화 

없이 제제를 개선한 경우 등은 ‘개량 생물의약품’으로, 아미노산 변경이나 합체 

결합 등 주성분의 본질 인 구조가 변경된 경우 등은 ‘신약’으로 분류될 것으로 

상됨.

   - 신약은 신규 타겟에 한 새로운 기 인 경우 퍼스트-인-클라스로 기존 제품과 타

겟이 동일하나 기존 제품보다 안 성, 유효성 등이 우수한 경우, 는 타겟은 동

일하나 에피토 가 다른 경우는 베스트-인-클라스로 분류함.

[주요제품 분류표]

분야 분야 세부 제품/기술

유 자

재조합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

- 바이오시 러 : 기존 단백질 의약품의 복제품

- 바이오베터 (개량 생물의약품) : 주성분 변화없이 기존 단백질 의약품을 개량

한 제품 (안 성, 유효성, 유용성 개선)

- 신약 : 퍼스트-인-클라스 는 베스트-인-클라스의 신규 단백질 의약품, 기존 제

품 비 아미노산 변경이나 합체 결합 등 주성분의 본질 인 구

조가 변경된 제품

항체 의약품

- 바이오시 러 : 기존 항체 의약품의 복제품

- 바이오베터 (개량 생물의약품) :  주성분 변화없이 기존 항체의약품을 개선한 

제품 (안 성, 유효성, 유용성 개선)

- 신약 : 퍼스트-인-클라스 는 베스트-인-클라스의 신규 항체 의약품, 기존 제품

비 아미노산 변경이나 합체 결합 등 주성분의 본질 인 구

조가 변경된 경우

재조합 백신

- 바이오시 러 : 기존 재조합 백신의복제품 생산방법이 개선된 제품

- 바이오베터 (개량 생물의약품) :  주성분 변화없이 기존 재조합 백신을 개선한 

제품 (안 성, 유효성, 유용성 개선)

- 신약 : 퍼스트-인-클라스 는 베스트-인-클라스의 신규 재조합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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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49)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한국, 미국, 일본 국제 특허로 출원된  유 자재조합의약품 분야의 상특허 건

수는 총 485건인 것으로 조사됨

 ○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일본 특허가 184건 38%로 가장 활발

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짐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49)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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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 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터, . 

라스미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그것을 한 숙주의 이용
218

C12P-021 펩티드 는 단백질의 제조 31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조건을 측정하거나, 검출수단을 갖춘 

측정 는 시험장치); 그것을 한 조성물; 그 조성물의  제조방법
27

C07K-014
20이상의 아미노산을 갖는 펩티드; 가스트린(Gastrins);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s); 

멜라노트로핀(Melanotropins);그유도체 
22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20

A61K-039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 17

[IPC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출원인이 

체 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ATHERSYS INC이 미국과 일본 모두 상  출

원 기업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

극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KYOWA HAKKO 

KOGYO  CO 

LTD(JP)

0 3 Athersys Inc(US) 2 6 Athersys Inc(US) 2 6

2
TAKEDA CHEMICAL  

INDUSTRIES(JP)
0 2

Invitrogen 

Corp(US)
0 7

Invitrogen 

Corp(US)
0 7

3

OTSUKAPHARMAC

EUTICALCoLtd(JP)

OTSUKA

0 2

Abbott 

Laboratories  

Inc(US)

0 7

Abbott 

Laboratories  

Inc(US)

0 7

4
KIKKOMAN 

CORP(JP)
0 2

Genentech 

Inc(US)
0 6 Genentech Inc(US) 0 6

5

Japan  

Envirochemicals, 

Ltd(JP)

0 2

KYOWA 

HAKKO KIRIN 

Co  Ltd(JP)

0 4

KYOWA HAKKO 

KIRIN Co  

Ltd(JP)

0 4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인에 의한 출원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02년과 ’08년에서 최다 특허출원을(16건)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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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  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터, . 라스미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그것을 한 숙주의 이용
53

C07K-014
20이상의 아미노산을 갖는 펩티드; 가스트린(Gastrins);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s); 

멜라노트로핀(Melanotropins); 그  유도체
11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조건을 측정하거나, 검출수단을 갖춘 측정 

는 시험장치); 그것을 한 조성물; 그 조성물의  제조방법
6

C07K-019 혼성펩티드(면역 로불린으로만이루어진혼성면역 로불린) 5

C12N-009
효소,리가아제；효소선구체；그조성물(치약용효소의조제；효소 는효소 구체를함유한의약품

제제；효소함유세정제)；효소의조제,활성화, 해,분리 는정제방법(맥아의조제) 
5

C07K-001 펩티드의 일반 인 제조 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에서의 유 자재조합의약품의 국내 주요 특허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국  동

향은 기업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 학/연구기 ’  ‘ 소기업’ 출원인 부문에

서 한국 국 의 출원인이 10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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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특허 활동 보다는 소

기업의 활동과 연구기 의 활동이 비교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 국내 주요 유 자재조합 의약품 특허의 다출원인은 농 진흥청 연구기 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계), 한국과학기술원(학계), 뉴젝스( 소

기업) 등이 다 출원한 것으로 분석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농 진흥청(KR) 7 뉴젝스(KR) 4
도 이  

인더스트리(JP)
3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 4 굿젠 (KR) 2 엘지생명과학(KR) 2

3 한국과학기술원(KR) 4 핸슨바이오텍(KR) 2 - -

4 포항공과 학교(KR) 3 에이티젠(KR) 2 - -

5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KR)
3 제노포커스(KR) 2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유 자재조합의약품 구성요소 에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항체의약품이 0.03으로 분석되었으며, 단백질치료제는 0.01로 분석됨

 ○ 기술활동도에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계 비 한국 기  단백질 치료제가 

1.24인 것으로 나타나 항체의약품 비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단백질치료제 2.30 290.20 0.87 1.58 0.01 1.24 

항체의약품 0.69 251.59 0.99 0.68 0.03 0.93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바이오

- 987 -

(2) 기술진입도분석

 ○ 구성요소 가운데 단백질치료제는 기술확보지수가 1.46으로 나타나 연구주체의 기

술확보 노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으로 소기업들의 진입이 다소 어려

운 것으로 분석됨

 ○ 유 자재조합의약품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단백질 치료제가 상 으

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며, 항체의약품은 다수의 기업에 의하

여 특허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단백질치료제 4,360 1.46 370.37

항체의약품 6,911 0.79 79.71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단백질치료제 0.02 1.25 1.48 370.37

항체의약품 0.04 0.94 0.79 79.71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유 자재조합의약품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항체의약품이 3.80으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인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기술성숙도 부문에서 취약한 것으로 악됨

 ○ 항체의약품분야는 기술진입도 부문에서 5 을 기록한 반면 기술성숙도부문에서는 

2 을 기록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단백질치료제 1 5 2.6 1 2 1.5 1.94

항체의약품 2 2 2.0 5 5 5.0 3.80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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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가격경쟁력 요구 

 → 시장 니즈 1 : 가격 재조합의약품의 공  요구

 ○ 재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은 높은 제조단가와 복잡한 생산 과정 그리고 소수의 

경쟁제품으로 인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높은 의료

비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국가 의료재정 부담을 높이고 있음. 더불어 사회  약자

에 한 재조합의약품의 치료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 유 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최 의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의 특허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합성의약품(Small molecule)의 제네릭 시장이 열렸던 것처럼 재조합의약품 

한 단백질의약품의 제네릭 격인 바이오시 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고 있음.

 ○ 바이오시 러는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안 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오리지  재조합

단백질의약품의 복제약 개념으로 신약개발에 비해 하게 낮은 연구개발 비용과 

단축된 개발 기간이 장 이며, 더불어 개발 성공률이 매우 높음.

 ○ 그러나 바이오시 러는 이미 국내외 형 제약사에서 이미 시장을 선 하 을 뿐

만 아니라 시장이 매우 경쟁 이어서 소기업에는 합한 연구개발 분야가 아니

라고 단됨.

□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제품 수요   

 → 시장 니즈 2 : 안 성, 유효성  유용성이 개선된 재조합의약품 개발   

 ○ 기존 재조합의약품은 제품별로 지속성이 떨어져 환자 순응도가 떨어지고 약효가 

뛰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바이오시 러에서 한층 더 나아가 기존의 재조

합의약품을 개선시킨 바이오베터 (개량 생물의약품)에 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 

 ○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pegylation 방법 혹은 당화 조작 기술 등이 필요하

고,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해 약물 결합 혹은 당쇄 조작 기술 등이 요구됨. 

 ○ 바이오베터는 단순한 바이오시 러와 달리 특허로 보호받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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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 이 있고 신약 개발에 비해 기 연구개발 비용이 렴함. 한 기존 

랜드 제품을 개선시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어 실패 험률도 

낮음.

 ○ 소 제약  생명공학 회사는 물론 바이오시 러의 등장으로 타격이 상되는 다

국  제약사들도 앞 다투어 지속성  유효성이 향상된 바이오베터 개발에 뛰어들

고 있는 실정임.

□ Unmet needs를 충족시켜 주는 바이오신약에 한 수요증가

 → 시장 니즈 3 : 신규 개념의 바이오신약 수요

 ○ 재 치료제가 있어도 약효가 미미하거나 는 근본 인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해 의약품 개발에 많은 기 와 수요가 있음. 

 ○ 재 신약으로 개발 인 많은 이 라인들은 기존 의약품의 타겟과 동일한 것들

이 많고, 한 기존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 바이오시 러 개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어 향후 동일 타겟 혹은 동일 작용기 을 가지는 의약품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상됨. 

 ○ 제약 시장에서 경쟁 우 를 차지하기 해서는 동일한 타겟이나 동일한 타겟이라 

하더라도 에피토 가 달라 기존 의약품과는 차별화되는 작용기 으로 우수한 약효

를 나타내는 베스트-인-클라스 신약 혹은 신규 타겟에 한 새로운 작용기 으로 

효과를 보이는 퍼스트인-인-클라스 신약에 한 니즈가 매우 높음.

□ 개인의 유  배경에 근거한 바이오신약에 한 수요증가 

 → 시장 니즈 4 :  개인맞춤형 바이오신약 개발

 ○ 많은 의약품들이 인종별 혹은 민족별로 그 효과와 부작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개인별로 맞춤형 의약품 개발에 한 니즈가 매우 커지고 있음. 개인의 

유  특성을 반 하여 치료 효과를 극 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

인맞춤 바이오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음.

 ○ 기존 의약품은 일반 으로 질병완치가 불가능하고 장기복용 시에는 약효가 떨어져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데 반하여, 유 자 정보에 근거한 맞춤형 치료

제는 질병을 단기간 내에 효과 으로 치유할 수 있고 부작용이 어 최종 으로는 

의료비가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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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시장 니즈

- 재조합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요구

-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제품 요구

- Unmet needs를 충족시켜 주는 제품 요구

- 개인의 유  배경을 고려한 제품 요구 

⇒

- 가격의 재조합의약품 공

- 안 성, 유효성  유용성이 개선된 재조

합의약품 개발

- 신규 개념의 바이오신약 개발

- 개인 맞춤형 바이오신약 개발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단백질치료제

 ○ 단백질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의 유사 시장인 바이오시 러 시장을 살펴보면, 2009

년 약 8억달러의 시장에서 2014년 약194억달러로 연평균(CAGR) 89.1%의 고속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약물 개발 산업은 여 히 소분자에 우선 으로 을 맞추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단백질과 펩타이드 치료제는 요 제약사의 제품라인에서 큰 비 을 차지함

 ○ 단백질 약물은 바이오반응, 특이성, 안 성, 체 성공률의 결합 때문에 제약사의 

큰 심을 받고 있으나 제형과 달방법 등 여 히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문가들은 상하고 있음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09. 9 GLOBAL BIOSIMILAR MARKET

[바이오시 러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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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백질 약물 달의 발 은 환자의 순응도 증가와 재의 제약시장을 한 단계 도

약 시킬 것으로 망됨

□ 항체의약품

 ○ 항체의약품의 유사 시장인 BCC reserch사의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보고서  단일  다  클론성 항체 시장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약

462억달러에서 2014년 약863억달러로 연평균(CAGR) 13.3%의 성장이 상되고 있음 

 ○ 련 인 라가 부족한 국내 실을 반 하듯 부분의 기업이 개량형 항체 개발이

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바이오시 러 제품 개발에 집 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항체의약품의 시장 확 에 따라 시장진입을 해서는 원천기술이 확보가 

실한 상황이나 신규 항체의약품 개발을 해서는 우선, 타깃 단백질 발굴  질병 

연 성에 한 기  연구에 한 선행이 필요함

              

※ 자료 : BCC Research, 2010. 5 ,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Markets

[바이오 의료 분야 항체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유 자 재조합의약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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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단백질 치료제

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3002.10-1000

기타(변성한 면역물품) 3002.10-9090

항체의약품

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3002.10-1000

기타(변성한 면역물품) 3002.10-9090

[유 자 재조합의약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액분획물의 조제품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7.2 

Mil$), 수입(240.5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단백질 

치료제

액분획물의조제

품과의약품으로포

장된것 

3.68 5.55 6.26 8.82 7.20 87.96  135.72  153.69  174.96  240.51  

기타(변성한 

면역물품)
0.13  0.03 0.06 0.21 0.12 10.50 9.08 7.70 5.76 5.44 

항체

의약품

액분획물의조제

품과의약품으로포

장된것 

3.68  5.55 6.26 8.82 7.20 87.96 135.72 153.69 174.96 240.51 

기타(변성한 

면역물품)
0.13  0.03 0.06 0.21 0.12 10.50 9.08 7.70 5.76 5.44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단백질 치료제, 항체의약품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출 특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 수입 특화 분야 : 단백질 치료제, 항체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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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단백질 치료제

액분획물의조제품과의

약품으로포장된것 
-0.92 -0.92 -0.92 -0.90 -0.94 수입 특화

기타(변성한 면역물품) -0.98 -0.99 -0.99 -0.93 -0.96 수입 특화

항체의약품

액분획물의조제품과의

약품으로포장된것 
-0.92 -0.92 -0.92 -0.90 -0.94 수입 특화

기타(변성한 면역물품) -0.98 -0.99 -0.99 -0.93 -0.96 수입 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 자재조합의약품 분야 포지션맵 

작성 

[유 자재 조합의약품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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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자재조합의약품 분야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

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preading, VP22, superior, replicon, Onco, protein, Methods, method, vaccine, acid

CR_2 gene, expression, recombinant, antigen, interferon, therapy, polynucleotide, genes

CR_3

able, beta, procedures, generate, PspC, epitopic, clades, Pneumococcal, routes, polysaccharide, 

serine, insulin, shigella, Eimeria, sporozoites, maxima, merozoites, acetylated, PAK4, camelidae, 

HIF, lox, propeptide, segment, perform, partner, GP, Cyclin, shock, NK, CD83, rice, NR, G1, 

Babesia, YIHSMNPAILAPC, thrombosis, precore, carnitine, chitosan, multi drug, prolactin, PEG, 

reexamination, TtPV, umCK, CETP

CR_4 protein, antibody, Methods, virus, Erythropoietin, cells, cell, human, relates, gene

CR_5

virus, polypeptide, fusion, specific, viral, specific, monoclonal, specifically, detecting, cancer, ID, 

receptor, surface, isolatedtransgenic, mouse, animal, related, subjectsubject, kits, complex, tissue, 

second

CR_6 chimeric, linked, Fc, chain, compounds, HIV, elicit, fused, preventing, carrier

CR_7
SHINC, liposomal, evaluating, homo, log, analogNR, NH, OH, C1, Hapten, super, lysis, virulence, 

role, virulent

CR_8

analyte, occurs, contact, capture, layer, attachment, water, egg, intestinal, food, G1, supernatant, 

exposing, cultures, HISP, porcine, reproductive, Combinations, subsequent, homo, logo, use, gg, 

adding, inoculated, female, reduce

CR_9
stimulus, phospholi, pases, external, intron, regulator, targeting, pair, together, carrying, capsid, 

Picornaviruses, Sudden, TTCTGTCTCT, sclerosis, diabetes

CR_10
TRP, pyogenes, Asn, pro, pyoinsulin, glucose, resistance, pancreatic, agonist, hG, ischemic, SARS, 

lead, porousYscF, Yersinia, originating, Piroplasmid, bovis

CR_11
STH, Saitohin, nonhuman, neurode, generative, tandem, feline, Parvovirus, fusions, living, HMW, 

bond, design, introducing, introduced, cysteine

CR_12 PAK4, Cdc42Hs, intended, carboxyl, Ribosome, Rotavirus, VP6, R47, lpxA, readily

CR_13

characteristics, partially, genomic, translation, deleted, Humanized, enzymatic, Preferred, coupled, 

conventional, Erythropoietin, variant, increased, EPO, serum, mutant, substance, melanoma, 

labeled, TNF, Gly

CR_14 CTL, HLA, restricted, iii, lymphocyte, capture, flow, sensitivity, applied, gold

CR_15 CTL, HLA, restricted, iii, lymphocyte, capture, flow, sensitivity, applied, gold

CR_16 compounds, small, compound, process, inhibiting

CR_17
YIHSMNPAIL, ACATCTGTAA, CCATACTGGA, ACCTACTTCC, CTTCAACAAG, FYNPETQRLV, 

GGTCAACCAT, NKFDDTENSN, TCTGTTGGGG, VDTTRS, TTCGATCTGC, TGGTGGTCCA

CR_18 conformation, bond, stabilized, therapeutics, chromatography

CR_19 PRRSV, polynucleic, ORF, raising, syndrome

CR_20 inhibitors, combined, Humanized, CA, malignancies

CR_21 gram, negative, mixed, display, labeling

CR_22 early, pre, forming, E7, lesions

CR_23 CA, preneo, plastic, IX, neoplastic, vertebrate

CR_24 release, channel, insect, homologs, ryan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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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단백질치료제

인체 내 단백질 생산/분리/정제 시스템 기술 개발

왜소증치료제 인성장호르몬 련 분리정제 기술

재조합 단백질 공학 기술 개발

단백질 항암보조제 G-CSF 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HPV 백신 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항체의약품

심 질환 치료제 소  응집억제 단일항체 생산  분리 련 세포융합기술 개발

항암항체의약품 련 개발 기술

결핵균 ERP 단백질 련 항체 개발 기술

B형 간염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인 루엔자 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결핵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단백질

치료제

인체 내 단백질 생산/분리/정제 시스템 기술 개발 30% - - 30%

왜소증치료제 인성장호르몬 련 분리정제 기술 20% - - 20%

재조합 단백질 공학 기술 개발 10% - 10% 10%

단백질 항암보조제 G-CSF 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10% 10% - 20%

HPV 백신 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 - 20%

항체

의약품

심 질환 치료제 소  응집억제 단일항체 생산  

분리 련 세포융합기술 개발
20% - - 20%

항암항체의약품 련 개발 기술 20% 10% - 30%

결핵균 ERP 단백질 련 항체 개발 기술 20% 10% - 20%

B형 간염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20% - - 20%

인 루엔자 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10% - - 20%

결핵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10% 10%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0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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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자재조합의약품 분야에서 ‘항암항체의약품 련 개발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0%가 보유하고 있으며, 3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왜소증치료제 인성장호르몬 련 분리정제 기술’은 보유 기술(20%), 소

기업형 기술(20%)라고 응답하 으며, ‘B형 간염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은 보

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20%)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세  치료제 기술개발

   ∙ 단백질 항암 보조제 기술개발

   ∙ 신종바이러스 치료제 제조기술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항체 의약품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유 자재조합의약품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의약품 간체, 경구용 항상제, 화공약품, 근만충 용 재료, 스 우트 치어팩 음료 용기, 연구

용 시약재료, 항바이러스 약, 생물화학 제제, 유 자분석기, 합성유 자, 소염진통제, 의료용

품, 과일 혼합음료, 단백질 정제/분석 기기  재료, 성열성진단키트, 유 자 시약, 생물의

약소재

해외 기업 Amgen, DMS, 슈, F.Hoffman La Roche, Novartis, Pfizer, Novo nordisk, Genentech Inc, 

국내 기업

기업 LG생명과학, 한미약품, CJ, 외제약, 동아제약, LG생활건강, 녹십자, 동화약품, 

소기업
제넥신, 카이로드, 다산메디 , 림화학, 메타바이오메드, 건강마을, 알테오젠, 이뮨메드, 바이

오니아, 지앤시바이오, 제노텍, 뉴젝스, 굿젠, 핸스바이오텏, 제노포커스 

 ○ 유 자재조합의약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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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단백질치료제

인체 내  단백질 생산/분리/정제 시스템 기술 개발 특

왜소증치료제 인성장호르몬 련 분리정제 기술 특

재조합 단백질 공학 기술 개발 특

단백질 항암보조제 G-CSF 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특

HPV 백신 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특

신규 천연 단백질 치료제 발굴  개발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유 자재조합의약품 단 의 제품을 기업  소기업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기업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기 화학물질, 바이오의약품, 의료용품, 연구용 

시약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유 자재조합의약품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원료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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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신규 scaffold단백질 치료제 개발 기술

단백질치료제 효능/기능 향상 기술

단백질치료제 생산성 향상 기술

항체의약품

심 질환 치료제 소  응집억제 단일항체 생산  분리 련 세포융합기술 개발 특

항암항체의약품 련 개발 기술 특

결핵균 ERP 단백질 련 항체 개발 기술 특

B형 간염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특

인 루엔자 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특

결핵백신 련  시스템 기술 개발 특

신규 타겟/에피토 에 한 신약항체 발굴  개발기술

신규 format 항체 개발 기술

항체 치료제 효능/기능  향상 기술

항체치료제 생산성 향상  기술

재조합백신

신규 항원/에피토 를  이용한 재조합 백신개발 기술

재조합백신 효능향상기술

재조합백신 생산성  향상기술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특정 응증, 특정 활성 물질로 범 가 제한된 것은 바이오의약품 기업이 많지 

않은 을 감안하여 상  기술 벨로 조정하여 요소기술 정비. 재조합백신은 

기업 심이나 일부 창기 기술 등이 소기업이 하기에 유망하며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이에 한 요소기술 추가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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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단백질치료제

신규 천연  단백질 치료제 발굴  개발기술

신규 scaffold단백질 치료제 개발 기술

단백질치료제 효능/기능 향상 기술

항체의약품

신규 타겟/에피토 에 한 신약항체 발굴  개발기술

신규 format 항체 개발 기술

항체치료제 효능/기능 향상기술

재조합백신
신규 항원/에피토 를  이용한 재조합 백신개발 기술

재조합백신 효능 향상 기술

[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

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단백질

치료제

신규 천연 단백질 치료제 

발굴  개발기술

MOA 자료  

확보

선도물질

최 화

단백질 발 , 

정제  분석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신규 scaffold단백질 

치료제 개발 기술

비면역원성 

확보

in vitro  

효능평가

in vivo 

효능평가/면역원

성 평가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단백질치료제 효능/기능 

향상 기술

기존 제품 

비 우수성  

확보

소동물 PK 생산성 향상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항체

의약품

신규 타겟/에피토 에 

한 신약항체 발굴  

개발기술

MOA 자료 

확보

선도물질

최 화

활성평가 한 

항체발  

정제분석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신규 format 항체 개발 

기술

발  우수성 

확보

in vitro  

효능평가

in vivo 

효능평가/면역원

성 평가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항체치료제 효능/기능 

향상기술

기존 제품 

비 우수성  

확보

소동물 PK 생산성 향상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재조합

백신

신규 항원/에피토 를  

이용한 재조합 백신개발 

기술

기존 제품 

비 우수성  

확보

선도물질

최 화

단백질 

발 ,정제  

분석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재조합백신 효능 향상 

기술

MOA 자료 

확보

in vitro  

효능평가

in vivo 

효능평가/면역원

성 평가

생산성 향상
생산세포주개

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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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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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1. 개요

가. 정의

 

 ○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시키기 하여 살아있는 자가(autologus-

환자자신), 동종(allogenic-인체, 타인), 는 이종(xenogenic-동물)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선별하거나 여타한 방법으로 세포의 생물학  특성을 변화시키는 등의 일련

의 행 를 통하여 치료, 진단  방의 목 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임. 

 ○ 치료, 진단  방의 목 으로 세포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이를 다시 인체 내로 

도입할 경우의 모든 세포들은 세포치료제로 규정됨.

 ○ 세포치료제 허가를 한 비임상 독성  약리시험과 련한 규정

   - 생물학  제제 등의 허가  심사에 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8-78호)

   -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 (식약청고시 제2005-60호)

 ○ 세포치료제의 허가를 해서는 안 성유효성 심사, 기   시험방법 심사, 품목허

가신청서를 기본으로 하는 제조  품질 리(GMP) 자료심사  장실태 검을 

받아야 함. 

 

나. 범

 ○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기원에 따라 자가, 동종, 이종 세포치료제로 분류될 수 있으

며 세포의 종류에 따라 조직, 면역, 기 세포치료제로 분류될 수 있음.

□ 세포기원에 따른 분류 

 ○ 자가 세포치료제

   - 세포를 증식시킨 경우와 세포를 조작하여 형질을 변화시킨 경우로 분류 

   - 세포를 증식시킨 경우는 자가세포 연골세포 치료제와 같이 환자에게서 세포를 분

리하여 시험 내에서 단순히 세포를 증식시킨 후 이를 다시 환자 자신에게 용

하는 세포치료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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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를 조작하여 형질을 변화시킨 경우는 수지상세포치료제와 같이 환자에게서 

세포를 분리한 후 분화, 발달시키거나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기 하여 필요한 조

작을 가하여 세포의 형질이 변화된 경우임.

 ○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 동종유래 세포치료제는 증식시킨 경우와 세포를 조작하여 형질을 변화시킨 경우

로 분류됨.

   - 세포를 증식시킨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서 세포를 분리하여 시험 내에서 단 순히 

세포를 증식시킨 후 이를 다른 환자에게 용하는 세포치료제임.

   - 세포를 조작하여 형질을 변화시킨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서 세포를 분리한 후 분

화, 발달시키거나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기 하여 필요한 조작을 가하여 세포의 

형질이 변화된 경우임.

 ○ 이종 세포치료제

   - 이종 세포치료제란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동물

의 세포를 이용하는 세포치료제임.

□ 세포의 종류에 따른 분류

 

 ○ 조직 세포치료제 

   - 피부, 연골, 심장, , 신경, 근육세포 등 인체의 조직재생 등의 치료를 목 으로 

제조(연골, 피부, , 췌도, 심근 세포치료제 등)

 

 ○ 면역 세포치료제

   -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림 구 등 인체의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암 등 질병치료

를 목 으로 제조함(수지상, 자연살해세포, 자기활성화림 구 면역세포 치료제 등)

 ○ 기 세포치료제

   -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필요할 경우 신경· 액·연골 

등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가진 세포를 이용하여 제

조함( 간엽, 제  기세포 등)



바이오

- 1003 -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세포치료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세포치료제

세포보 제 , 면역세포, 각종 체세포  질소탱크  자동제어 시스템

세포 배양  조작

배지, 성장호르몬, 화합물, 각종 단백질, 제

, 간엽 기세포, 자연살해 세포, 활성화 자

가림 구 면역세포, 자가 골수세포 등

세포배양기, Biosafety cabinet, 세포

이송기(cell carrier), 세포주입기

(injector)

조직치료제 세포지지체, 콜라겐, 인공피부, 인공각막

생산설비  생산 

공정
공기청정시설, 용수시설, 증기멸균기

GMP 수 의 공기  용수공  시

스템, 용량 세포배양기(large scale 

fermentor)

임상시험  

제품허가에 필요한 

탁검사 

독성시험, 무균시험법, 바이러스 부정시험법, 

엔도톡신검사법 등  

 ⇒ 세포치료제의 범 는 조직치료제, 기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의 자가, 동종, 

이종세포 유래 치료제를 모두 포함하는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세포보 , 세포

배양  조작, 생산설비  생산 공정, 임상시험  제품허가에 필요한 탁검사 

 역을 포함하며, 기술 으로는 세포 보 을 한 기술, 세포 배양액의 조성, 

세포배양, 세포조작, 생산설비  생산공정, 임상시험  제품허가에 필요한 탁

검사 등과 련된 기술까지 포함

2. 기술(특허) 분석50)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세포치료제 기술 분야의 한국특허와 일본특허는 꾸 한 양  성장을 나타내고 있

었으나, 일본은 ‘06년부터 감소 추세임

 ○ 특히, 한국특허는 ‘08년, 일본특허의 양  수 에 근 할 정도로 출원량이 늘어났

고, 한 체 한국특허에서의 유율도 차 증가하는 등 활발한 특허 출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

50)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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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31 유기 활성 성분을 함유 하는 의약품 제재 197

A61K-038 펩티드를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122

A61K-039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 113

A61K-035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42

A61N-001 의료용 기치료; 그것을 한 회로 33

A61K-045
A61K 31/00에서 A61K  41/00사이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활성성분을 함유하

는 의약품 제제
26

[IPC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출원인이 체

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GENENTECH INC이 미국, 유럽, 일본의 상  

출원 기업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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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으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  연구소의 참여가 활발하고 특허건수도 꾸 히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상 으로 국내 기업의 참여가 조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GENENTECH 

Inc(US)
3 2

GENENTECH 
Inc(US)

10 16
Cordis 

Corp(US)
0 6

2
CHUGAI 

PHARMA(JP)
2 3

Acclarent 
Inc(US)

0 22
CHUGAI 

PHARMA(JP)
3 3

3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US)

0 4
University of  
California(US)

11 10
GENENTECH 

Inc(US)
2 2

4
Obtech Medical 

AG(CH)
4 0

Allergan 
Inc(US)

3 18

SNOW 
BRAND MILK 

PROD  CO 
LTD(JP)

3 0

5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US)

1 3 Neuralab(BM) 0 20
PFIZER PROD 

INC(US)
0 3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인에 의한 출원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까지 꾸 히 특허가 꾸 히 늘어나고 있음

 ○ 외환 기 기간인 1999년~2002년 경기침체의 향으로 체 한국 특허의 연평균 성

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는 지속 인 양  성장 추세가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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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31 유기 활성 성분을 함유 하는 의약품 제재 148

A61K-035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응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제제 56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 부터의 물질을  함유하는 구조 미지의 의약품 제재 42

A61K-038 펩티드를 함유하는 의약품제제 34

A61K-039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 21

C12N-005 인체 , 동물 는 식물의 미분화세포, . 세포주; 조직; 그것의  배양 는 유지; 그것의 배지 20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소기업과 연구 기 의 출원인도 비교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템   유니버시티(US) 6 바이오원(KR) 7 노바티스  아게(CH) 21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
5 메디포스트(KR) 4

바이엘 

마슈티칼스(US)
9

3 충북 학교(KR) 4 코아스템(KR) 4
아스트라제네카 

아베(SE)
8

4 서울 학교(KR) 4 - - BMS 제약(US) 8

5 경희 학교(KR) 4 - - 제넨테크(US) 6

 ○ 한국특허의 세포치료제 기술 분야에서 내국인 출원은 기업의 참여율이 극히 낮아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한국의 산학연간, 

국제간 공동 출원  연구도 미진하므로, 연구 주체간의 력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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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세포치료제의 구성요소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기세포치료제

(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재생세포 치료제는 0.01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출원인수는 체 으로 특허건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기세포치료제(1.10), 면역세

포치료제(1.05), 조직세포치료제(0.68) 순서임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조직재생세포치료제 1.11 182.64 1.34 0.29 0.01 0.68

면역세포치료제 0.94 340.38 0.90 - - 1.05

기세포치료제 1.16 159.40 1.07 0.87 0.01 1.1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세포치료제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면역세포치료제(1.02), 기세포치료제

(0.92), 조직세포치료제(0.42)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세포치료제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조직세포치료제, 면역세포치료제, 

기세포치료제 등 3가지 구성요소  면역세포치료제가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며, 상 으로 조직재생 세포치료제는 낮게 나타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조직재생세포치료제 2,562 0.42 90.72 

면역세포치료제 13,659 1.02 430.01 

기세포치료제 4,685 0.92 301.03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008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조직재생세포치료제 0.01 0.69 0.42 90.72 

면역세포치료제 - 1.05 1.02 430.01

기세포치료제 0.02 1.10 0.92 301.03

[특허지수 분석 종합]

 ○ 2011년 특허지수 분석을 통해 세포치료제 구성요소 분야별 소기업 합성을 분

석해 보면 조직재생 세포치료제 3.40  기세포치료제 2.68 , 면역세포치료제 

2.08  등으로 나타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조직재생세포치료제 1 1 1.0 5 5 5.0 3.40

면역세포치료제 1 4 2.2 2 2 2.0 2.08

기세포치료제 1 4 2.2 4 2 3.0 2.6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세포치료제의 효능  효력 증  

 → 시장 니즈 1 : 치료 효능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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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치료제는 연골, 피부, 골세포, 면역세포치료제를 심으로 응증에 있어서도 

피부  연골 결손 기 제품에서 암, 희귀질환, 난치성질환 등으로 치료의 범  

 효율성이 확 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단독치료보다는 합성, 바이오의약품과의 병행투여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아직은 매출 규모가 미미한 수 임. 

 ○ 최근 한국의 성체 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가 세계최 로 승인을 받아 향후 

세포치료제의 효능  효력이 증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함.

□ 안정 인 재원 마련

 → 시장 니즈 2 : 세포치료제 개발에 따른 장기 인 재정  부담 완화

 ○ 다른 의약품 개발과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의 경우도 임상  임상시험을 수행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장기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험성도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

요한 안정  재원 마련이 요함. 

□ 연계산업의 활성화

 → 시장 니즈 3 : 세포치료제 생산  인허가 기반 연계 산업 활성화 필요

 ○ 세포치료제의 임상  제품허가를 해선 세포치료제 자체(독성검사, 안정성 검사 

등)  시설(GMP 시설 등)에 한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고 있음.

 ○ 생물학  원료 생산, 바이오리엑터, GMP  GTP 련 기술, CMO기반, 안 성  

효능평가, 비임상시험, 임상시험기술 등의 련 기반산업이 동반 확 가 필요함.

□ 수입 시약(배지, 성장인자, 재조합 단백질 등) 가격 등 등으로 인한 수  불

안정성

 → 시장 니즈 4 : 세포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시약 국산화

 ○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약  장비는 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

어 과거 환율 하에 따른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언제든 수 이 불안정할 수 있음. 

 ○ 필요한 시약  장비  어도 기본이 되는 배지, 성장인자, 단백질 제제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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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가 시 하며, 개발 이거나 개발된 제품에 한 품질검증 시스템도 필요함. 

요인 Needs

- 병행(보조)치료로 인한 매출부진

- 장기간의 연구개발에 따른 막 한 자  압박

- 임상  제품허가를 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

- 수입의존에 의한 수  불안정

⇒

- 질병치료 효능  효과 극 화를 통한 단독치료 

- 안정 인 재원 마련

- 세포치료제 연계산업의 활성화

- 시약  장비의 국산화

[산업시장 수요 분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조직재생 치료제, 면역 세포치료제

 ○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분화 정도에 따라 크게 기세포치료제와 체세포치료제로 분류

되며 체세포치료제의 주요 연구분야는 조직재생치료제와 면역세포치료제와 유사함

 ○ 체세포치료제 분야의 시장 망은 2009년 12.5억 달러에서 2014년 15.2억 달러로 연

평균(CAGR) 4.0% 성장이 상됨

※ 자료 : BCC Research, 2011. 1 ,Advanced Orthopedic Technologies, Implants and Regenerative Products

[조직재생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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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연골, 피부 등의 일반세포를 이용하여 임상단계를 거쳐 제품화된 세포 치료

제는 부분 무릎연골 재생, 피부상처  화상 치료제, 골세포 치료제 등을 응증

으로 하는 자가 유래 치료제가 있으나 체 할 수 있는 치료 요법이 존재하고 있

어 큰 성장을 못 하고 있음

 ○  세계 으로 dendritic cell, NK cell 등 면역세포를 이용한 후보 치료제의 임상

실험이 활발히 진행 임

□ 기세포 치료제

 ○ Markets and Markets의 2009년  세계 기세포 시장 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약 23.5억 달러에서 2014년 약 43.5억 달러로 연평균(CAGR) 13.1% 성장이 

상됨

※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09.11, Global Stem Cell Market

[ 기세포 치료제 시장 망]

[부문별 기세포 치료제 시장 망]

부문별 기세포 치료제 시장 망

Type '09 '10 '11 '12 '13 '14 CAGR('09~'14)

세포배양 542 618 705 804 917 1,046 14.0%

분리 401 442 488 538 593 654 10.3%

체외수정 637 715 802 900 1010 1,133 12.2%

복제 778 890 1,018 1165 1333 1,525 14.4%

체 2,358 2,666 3,014 3,408 3,854 4,35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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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세포 세부연구 분야  복제분야가 연평균성장률 14.4%로 가장 고성장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9년 약 7.7억 달러에서 ’14년 약 15.2억 달러로 성장이 상됨

 ○ 기세포로부터의 동종이계 는 자기골수를 체외에서 확 시킨 제1세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1세  제품의 유효성에 입각한 제2세  제품이 임상시험 으

로 조사됨

 ○ 특히, 윤리  안 에 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배아 기세포의 상업화 임상 시험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망되며, 향후 치료건수가 매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 됨

[국외 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황]

구분　 제품명 세포기원 응증 국가

1 ALD-101 제 기세포 유 성 사질환 미국

2 ALD-301 제 기세포 말 동맥질환, 증하지허 미국

3
Bone Marrow-Derived CD133+ Stem Cell 

Therapy for CAD
골수세포 심장동맥질환 독일

4 Bone Repair Cell Therapy (Aastrom) 골수 기세포 비복합 골 , 괴사 미국

5 Cerecellgram (MSC1) 골수 기세포 성 뇌졸증 한국

6 OntarilⓇ (Cx401) 지방세포 치루 스페인, 캐나다

7 ProchymalⓇ for GvHD 골수 기세포 이식편 숙주질환 미국

8 StemExⓇ (Carlecortemcel-1) 제 기세포 액종양, 백 병, 림 종 이스라엘

9 C-CureTM 골수 기세포 울 성심부  벨기에

10 Hearticellgram (MSC2) 골수 기세포 성 심근경색, 심근염 한국, 독일

11 MyocellⓇ 근모세포 성 심근경색 미국

12 Cardiac Repair Cell (CRCs) Therapy 골수 기세포 울 성 심부 , 확장형 심근증 미국

13 Cerecellgram-Spine 골수 기세포 척수손상 한국

14 ChondrogenⓇ 골수 기세포 무릎 염 미국

15 Cx501 피부세포 물집표피박리증 스페인

16 Cx601 지방세포 치루 스페인

17
MBSCs Cardiac Therapy (Advanced Cell 

Technology)
근모세포 울 성 심부 미국

18 MBSCs Cardiac Therapy (Fina) 근모세포 심근경색 스페인

19
MESENDO Therapy for Cardiovascular 

Diseases
골수 기세포

성심근경색, 상동맥허 , 

증하지하
미국

20 ProchymalⓇ for AMI 골수 기세포 성 심근경색 미국

21 ProchymalⓇ for COPD 골수 기세포 만성 폐쇄성 폐질환 미국

22 ProchymalⓇ for Diabertes 골수 기세포 제1형 당뇨병 미국

23 RCD-1 근모세포 복압성 요실 랑스, 일본

24 RCD-2 근모세포 변실 랑스

25 RevascorTM 골수 기세포 울 성 심부 , 심근경색
미국

호주

26 t2c001 골수 기세포
울 성 심부 , 성 심근경색,

확장 심장근육병
독일

27 Vascular Repair Cells (VRCs) Therapy 골수 기세포 말 동맥질환, 증하지하 미국

※ 자료 : Stem Cell Therapies: Advanced-Stage Clinical Trials('10.2, Biop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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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황 분석

□ 세포치료제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단백질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으로 피부  ) 3001.90-1010

기타(인체의 것) 3001.90-9020

면역세포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 3001.90-9020

기세포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 3001.90-9020

[세포치료제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면역물품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0.04 Mil$), 수입

(10.5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것

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단백질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으

로 피부  )
- 0.01 0.18 0.31 0.87 - 11.96 13.49 13.24 13.11

기타(인체의 것) - 0.004 0.004 0.03 0.004 - 7.25 9.74 9.28 10.47

면역세포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 - 0.004 0.004 0.03 0.004 - 7.25 9.74 9.28 10.47

기세포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 - 0.004 0.004 0.03 0.004 - 7.25 9.74 9.28 10.47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단백질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기세포 치료제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 수입 특화 분야 : 단백질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기세포 치료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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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단백질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으로 
피부  )

- -1.00 -0.97 -0.95 -0.88 수입특화 

기타(인체의 것) - -1.00 -1.00 -0.99 -1.00 수입특화

면역세포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 - -1.00 -1.00 -0.99 -1.00 수입특화

기세포 
치료제 기타(인체의 것) - -1.00 -1.00 -0.99 -1.00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

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세포치료제 분야 포지션맵 작성 

[세포치료제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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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치료제 분야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

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preading, VP22, superior, replicon, Oncoprotein, Methods, method, vaccine, acid

CR_2 gene, expression, recombinant, antigen, interferon, therapy, polynucleotide, genes

CR_3

able, beta, procedures, generate, PspC, epitopic, clades, Pneumococcal, routes, polysaccharide, serine, 

insulin, shigella, Eimeria, sporozoites, maxima, merozoites, acetylated, PAK4, camelidae, HIF, lox, 

propeptide, segment, perform, partner, GP, Cyclin, shock, NK, CD83, rice, NR, G1, Babesia, 

YIHSMNPAILAPC, thrombosis, precore, carnitine, chitosan, multidrug, prolactin, PEG, reexamination, 

TtPV, umCK, CETP

CR_4 protein, antibody, Methods, virus, Erythropoietincells, cell, human, relates, gene

CR_5
virus, polypeptide, fusion, specific, viral, specific, monoclonal, specifically, detecting, cancer, ID, 

receptor, surface, isolated, transgenic, mouse, animal, related, subject, kits, complex, tissue, second

CR_6 chimeric, linked, Fc, chain, compounds, HIV, elicit, fused, preventing, carrier

CR_7
SHINC, liposomal, evaluating, homolog, analogNR, NH, OH, C1, Hapten, super, lysis, virulence, role, 

virulent

CR_8

analyte, occurs, contact, capture, layer, attachment, water, egg, intestinal, foodG1, supernatant, 

exposing, cultures, HISPporcine, reproductive, Combinations, subsequent, homologo usegg, adding, 

inoculated, female, reduce

CR_9
stimulus, phospholipases, external, intron, regulatortargeting, pair, together, carrying, capsid, 

Picornaviruses, Sudden, TTCTGTCTCT, sclerosis, diabetes

CR_10
TRP, pyogenes, Asn, pro, insulin, glucose, resistance, pancreatic, agonist, hG, ischemic, SARS, lead, 

porous, YscF, Yersinia, originating, Piroplasmid, bovis

CR_11
STH, Saitohin, nonhuman, neurode, generative, tandem, feline, Parvovirus, fusions, living, HMWbond, 

design, introducing, introduced, cysteine

CR_12 PAK4, Cdc42Hs, intended, carboxyl, Ribosome, Rotavirus, VP6, R47, lpxA, readily

CR_13

characteristics, partially, genomic, translation, deleted, Humanized, enzymatic, Preferred, coupled, 

conventional, Erythropoietin, variant, increased, EPO, serum, mutant, substance, melanoma, labeled, 

TNF, Gly

CR_14 CTL, HLA, restricted, iii, lymphocyte, capture, flow, sensitivity, applied, gold

CR_15 CTL, HLA, restricted, iii, lymphocyte, capture, flow, sensitivity, applied, gold

CR_16 compounds, small, compound, process, inhibiting

CR_17
YIHSMNPAIL, ACATCTGTAA, CCATACTGGA, ACCTACTTCC, CTTCAACAAG, FYNPETQRLV, 

GGTCAACCAT, NKFDDTENSN, TCTGTTGGGG, VDTTRS, TTCGATCTGC, TGGTGGTCCA

CR_18 conformation, bond, stabilized, therapeutics, chromatography

CR_19 PRRSV, polynucleic, ORF, raising, syndrome

CR_20 inhibitors, combined, Humanized, CA, malignancies

CR_21 gram, negative, mixed, display, labeling

CR_22 early, pre, forming, E7, lesions

CR_23 CA, preneoplastic, IX, neoplastic, vertebrate

CR_24 release, channel, insect, homologs, ryan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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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조직재생

세포치료제

조직재생용 세포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 기술 개발

피부각질 세포치료제 련 조직재생을 한 세포의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의 기술 개발

세포치료제 련 조직재생을 한 세포의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의 기술 개발

면역세포치료제

고형암 련 수지상세포치료제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고형암 련 자기활성화림 구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NK세포치료제 련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기세포치료제

성체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배아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을 한 안  리 기술 개발

치료유 자 도입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조직재생 

세포

치료제

조직재생용 세포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 기술 개발 33% 16% 16% 33%

피부각질 세포치료제 련 조직재생을 한 세포의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의 기술 개발
33% - - 50%

세포치료제 련 조직재생을 한 세포의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의 기술 개발
16% - - 33%

면역세포

치료제

고형암 련 수지상세포치료제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

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16% - - 16%

고형암 련 자기활성화림 구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

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16% - - 16%

NK세포치료제 련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 - - -

기세포

치료제

성체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 - - -

배아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 - - -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을 한 안  리 기술 

개발
- - - -

치료유 자 도입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 16% - - 16%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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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피부각질 세포치료제 련 조직재생을 한 세포의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의 기술 개발’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3%가 보유하고 있으

며, 5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조직재생용 세포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 기술 개발’은 보유 기술(33%), 

소기업형 기술(33%)라고 응답하 으며, ‘ 세포치료제 련 조직재생을 한 세

포의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의 기술 개발’은 보유 기술(16%), 소기업형 기술

(3%)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조직재생용 세포 분리, 배양, 분화, 이식 등 기술 개발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기세포 치료제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업

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세포치료제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경구용 항상제, 근만충 용재료, 스 우트 치어팩 음료, 생물화학 제제, 소염진통제, 의료용

품, 과일혼합음료, 새송이버섯 분말, 유 자시약

해외 기업
NeoStem, Stem Cell Technologies, Inc., Geron, Advanced Cell Technology, Inc., Tissue 

Engineering Inc.(TEI), Advanced BioScience Laboratories, Inc., Contract Laboratory testing Inc.

국내 기업

기업 CJ제일제당

소기업

다산메디 , 메타바이오메드, 건강마을, 머쉬토피아, 바이오니아, 셀트리(메디포스트 자사), 투

웰  셀 솔루션(에 씨 이셀 자사), 베이비셀(셀론텍 자사), 한국 기세포 뱅크,알앤엘바이오, 

이노셀,히스토스템, 라이 코드, 보령바이오 마, 차바이오테크,웰진, 세원세론텍, 툴젠, 에 씨

미셀, 메디포스트, 셀론텍, 알엔엘 생명과학, 안트로젠, 호미오테라피, 에스바이오메딕스, 차

바이오테크, 엔 이바이오, 듀 로젠

 ○ 세포치료제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이 완제

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

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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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단 의 제품을 기업류의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  병원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의료용품과 원료라고 응답한 기업이 33%인 것

으로 나타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세포 치료제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의료 용품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조직재생 

세포치료제

조직재생용  세포 분리,배양,분화,이식 등 기술 개발 특
피부 세포치료제를 한 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세포치료제를 한 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면연세포

치료제

고형암 련 수지상세포치료제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특
고형암 련 자기활성화림 구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특
고형암 련 세포치료제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기세포치

료제

성체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특
배아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특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을 한 안  리 기술개발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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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조직재생 세포치료제 구성요소의 3가지 요소기술 분야가 세분화된 것이고 복

된 내용 많음. 면역세포치료제의 경우는 "고형암 타켓 세포치료제 생산 기술 개

발"로 묶어서 단일 요소기술로 하 으면 함. 기세포치료제 구성요소에서 

치료유 자 도입 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은 유 자치료제 개념으로 기세포

치료제 구성요소와는 별도이므로 삭제. 세포치료제의 경우 요소기술을 응 

조직, 기원세포로 한정할 경우, 기업이 다양하지 않아 특정 기술  특정기

업수 으로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게 됨. 국가 로드맵 차원에서의 기술 개발

을 해 통합 이면서 표 인 요소기술 분류체계를 통한 기술개발지원과 

교과부, 보건복지부 심의 규모 과제 지원과의 연계 지원이 가능한 지원 

등의 모색이 필요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조직재생 세포치료제 조직재생용 세포 분리,배양,분화,이식 등 기술 개발

면역세포치료제
고형암 련 세포치료제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기세포치료제
성체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을 한 안  리 기술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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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조직재생 

세포치료제

조직재생용 세포 

분리,배양,분화,이식 등 

기술 개발

다양한 

질환에 

용가능한 

고효율 분리, 

증식, 정제

분리, 증식, 

정제 기술 

개발/생산비용 

감

 안정성 자료 

확보/ 임상

용/기술이

제  

기세포의 

고효율 분리  

량배양법 

개발

면역세포치

료제

고형암 련 

세포치료제를 한 

면역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의 

기술 개발

다양한 

질환에 

용가능한 

고효율 분리, 

증식, 정제

면역세포 분리, 

증식, 정제 

기술 개발/ 

분화효율 

증진/안정성 

확보

임상 용/기술

이

성체 기세포의 

고효율 분리  

량배양법 

개발

기세포치

료제

성체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련 

기술 개발

특정세포로 

분화, 안 성 

확보 

분리효율 

분화효율 증진 

기술 개발

생산비용 

감/안 성 

확보

특정세포로 

분화기술 확립

기세포의 

분리,배양,분화,이식 등을 

한 안  리 기술 

개발

특정세포로 

분화, 안 성 

확보

분화기술 개발

생산비용 

감/안 성 

확보

특정세포로 

분화기술 확립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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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개량신약이란 안 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

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음을 국내 임상시

험을 통하여 입증한 품목

 ○ 신약은 개발하는데 많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신약개발 수가 차 어드

는 추세이고, 원개발사는 진입 지를 해서 제네릭 기업에서는 시장의 조기 진입

을 해서 개량신약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

   - 신약 1건의 개발 비용은 5~10억달러이며, 개발 시간은 10~15년 소요

   - 개량신약의 개발 비용은 0.02~0.03억달러, 개발 시간은 4~5년 소요

   - 개량신약은 신약개발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지만 개발에 성공하면 신

약에 하는 상업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 개량신약 개발은 신물질 신약개발을 한 진 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약 개발

에 필요한 자 을 확보할 수 있어, 신약개발로 환할 수 있는 간 단계로서의 

요한 과정

  

나. 범

 ○ (기술․제품 분류 ) 개량신약은 구조, 제제 변경과 제조공정 개선 등 다양한 

기술  변화를 통해 개발됨.

   - 구조변경: 과학이성체, 염류, 로드럭, 결정다형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

   - 제제변경: 제제기술  새로운 약물 달 시스템 련 기술 개발

   - 제조공정개선: 로세스, 간체  조성물, 제법 개선을 통한 개량신약개발

   - 복합제제: 두 가지 이상의 단일 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개발하여 각각의 단일성

분의 함량을 이고, 복용을 편리하게 함.

 ○ 의약품은 허가규정  의약품 약가등재(건강보험 상)에 부합해야 상업 인 성공

을 거둘 수 있음. 식약청에서는 개량신약과 련하여 허가기   분류를 마련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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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  개량신약의 범 ]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의한 개량신약의 범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는 배합비율이 다른 문의약품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문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문의약품

라.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문

의약품

마. 유효성분  투여경로는 동일하나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는 용법․용량이 다른 문의약품

※ 자료 : 식품의약품안 청 고시 제 2008-56호, 2008. 8.14

[개량신약의 분류]

분류 기술  제품 특징

물질변형

개량신약

New salt(신규염), prodrug or ester( 로드럭 에스테르), 

new complex, chelate, clathrate or solvate(새로운 복합체 

는 용매화물), racemate or enantiomer(라세메이트 단일

이성체), 신규 결정형(polymorphism), 사체(metabolite)

변형된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존 물질과 동

등한 PK profile을 나타내는 경우와 다른 

PK profile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신규제제/

제형

개량신약

Bioinequivalent formulation(서방 는 속방 ),change in 

strength(고함량, 함량), change in dosing regimen( : 1

일 3회 1일 1회), change in dosage form or route of 

administration( : 경구용 패취제)

동일용량, 동일 PK profile, 동일투여경로 등

으로 제제화에 따른 부형제만 제외

신규용도

개량신약
알려진 제품의 새로운 용도의 추가

새로운 용도에 한 임상시험 필요. 미국에

서는 신규용도에 한 3년의 독 기간 부여

신규 

복합제

개량신약

이미 알려진 두 가지 복합제
복합투여에 한 충분한 임상 용 가 있

는 경우 허가 차가 간소화됨

기타
Rx OTC switch, 새로운 생산방법(천연 는 재조합 기술)

에 의한 동일 원료의약품의 제조 등
-

※ 자료  : 정윤택 외, 퍼스트제네릭  개량신약 발굴 략 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12

 ○ (공 망 분류 ) 개량신약은 의약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소재와 이를 제조, 가

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2. 기술(특허) 분석51)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개량신약 분야의 상특허 667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

51)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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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허가 73.9%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

럽특허의 경우 큰 증가세 는 감소세 없이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31 유기 활성 성분을 함유 하는 의약품 제제 182

A61K-009 특별한 물리  형태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의약품 제제 121

A61K-038 펩티드를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34

A61F-002

에 이식할 수 있는 필터； 보철, 즉, 신체의 각 부분을 한  인공  

용품 는 체물； 신체와 그것들을 결합하기 한 기구； 인체의 상 

구조를 개존 시키는 는 붕괴를 방지하는 장치, .스텐트

25

C12Q-001
효소 는미생물을함유한측정 는시험방법;그것을 한조성물;그조성물의제조

방법 
23

A61K-047 사용하는 불활성성분, . 담체, 불활성 첨가제의 특징이 있는 의약품  제제 22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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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Abbott Laboratories 등 

미국이 체 으로 활발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iegfried  

Generics 

International 

AG(CH)

3 0
Abbott  

Laboratories(US)
1 12 ZARS INC(US) 0 2

2

YAMANOUCHI  

PHARMACEUTIC

AL Co Ltd(JP)

0 2 Sanofi-Aventis(FR) 0 9

YAMANOUCHI 

PHARMACEUT  

CO LTD(US)

0 2

3
PFIZER PROD 

INC(US)
1 1

University of  

Nebraska(US)
1 7

ONO 

PHARMACEUT 

CO  LTD(JP)

2 0

4

Kissei 

Pharmaceutical  

Co Ltd(JP)

0 2
AMS Research 

Corp(US)
2 6

MARUZEN 

PHARMACEUT 

CO  LTD(JP)

2 0

5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 

CoKG(DE)

0 2
Ibis Biosciences  

Inc(US)
1 5

KOKURITSU 

IYAKUHIN  

SHOKUHIN 

EISEI 

KENKYUSHO(JP)

2 0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최  출원 9건을 기 으로 특허 출원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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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09 특별한 물리  형태에 의하여 특징 지어지는 의약품 제제 11

A61K-031 유기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9

C07D-401
이종원자로서 질소 원자만을 갖는 2개 이상의 헤테로 환을 함유하고,.  그  어도 1개가 

질소 원자만을 갖는 6원환인 이종원자 고리 화합물
2

A61K-051 생체 내 치료 는 시험에 사용하기 한 방사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2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1

A61M-025 도뇨 (catheter); 공탐침 1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외국계 기업 주의 특허 활동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포항공과 학교

(KR)
1 유엔유제네릭(KR) 1

킷트벵키키 헬스 어  

리미티드(GB)
4

2
캘리포니아

주립 (US)
1 아이큐어(KR) 1 아보트러보러터리즈(US) 3

3 - -　 코오롱제약(KR) 1
에 . 호 만-라로슈 

아게(CH)
1

4 - - - - 알자(US) 1

5 - - - - 노바티스(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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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개량신약의 구성요소  세계 기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신규용도 

개량 신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경쟁력이 1098.7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신규용도 개량신약(1.19), 신

규제제/제형개량신약(0.80)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변형 개량신약과 신규

복합체 개량신약은 기술  비교열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물질변형 개량신약 0.82 127.43 0.67 - - -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0.63 196.12 1.19 - - 0.80

신규용도 개량신약 1.09 1,098.07 0.96 - - 1.19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1.73 138.38 1.42 - -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개량신약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신규용도 개량신약(1.07), 신규제제/제형개

량신약(0.92), 물질변형 개량신약(0.85), 신규복합제 개량신약(0.68)인 것으로 분석됨 

 ○ 개량신약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물질변형 개량신약(390.43), 신규복합

체 개량신약(160.94),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81.15), 신규용도 개량신약(37.21) 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변형 개량신약의 경우 상 으로 기술독 지수가 높

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물질변형 개량신약 3,591 0.85 390.43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7,854 0.92 81.15 

신규용도 개량신약 29,772 1.07 37.21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1,489 0.68 160.9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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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시장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물질변형 개량신약 - - 0.85 390.43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 0.80 0.92 81.15

신규용도 개량신약 - 1.19 1.07 37.21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 - 0.68 160.94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개량신약 분야의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신규제

제/제형 개량신약이 3.26으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분야인 것

으로 분석되며, 타 구성요소는 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물질변형 개량신약 1 1 1.0 4 2 3.0 2.20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1 2 1.4 4 5 4.5 3.26

신규용도 개량신약 1 4 2.2 2 5 3.5 2.98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1 1 1.0 5 3 4.0 2.80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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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형 의약품의 특허만료

 → 시장 니즈 1 : 미국 특허 만료에 따른 Top 10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제네릭화 망

 ○ 세계 제약 메이커 기업은 ‘10년 후로 주력 형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어 렴

한 의약품(이하, 제네릭)에 유율을 상실하여 매출이 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90년  후반은 신약 황 기라 불리며 생활 습  병의 세계 인 증가와 맞물려 다

수의 신약이 개발됨. 이러한 신약은 처방 수 증가와 미국에서의 의약품 가격 인상

에 의해 매출 규모가 확 되어 많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만들어냄. 

   - '10~ '11년에는 세계 톱 3개 제품이 연이어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되고, 더 나아가 

'14년에는 Top 10개 제품 모두가 제네릭화 될 것이 상됨.

□ 소비자 요구 변화

 → 시장 니즈 2 : 복용 편의성 개선 의약품 수요 증가

 ○ 개인별 맞춤의학이 부각되면서, 의약품 한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추세가 재 세

계  약물 개발 트 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복용 편의성 향상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됨.

   - 고 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이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고지 증 등 합병증을 동

반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약물 복용 수를 일 

수 있는 복합제를 선호함.

□ 시장환경 변화

 → 시장 니즈 3 : 오바마 정부의 의료제도 개 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장려

 ○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의 의약제도 개 에 따라, 고령자 약제비를 심으로 가격인

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세계 제1 시장인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사용  수입을 장려하겠

다고 공언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게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됨.

□ R&D 비용 증가

 → 시장 니즈 4 : 신약개발 R&D비용 확보를 한 재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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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으로 신약의 개발에 사용되는 R&D비용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개발되는 신물질 신약의 수가  어들고 있으므로 개량신약에 한 

심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심으로 확산

   - 기술 으로 신물질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간 치인 개량신약은 경제  

에서 신약개발을 한 Cash Cow로서의 역할

요인 Needs

- 형 특허의약품 만료

- 소비자 요구 변화

-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

- 신약개발 R&D 비용 증가

⇒

- 수익보존을 한 오리지 사의 제네릭  개량신약 개발

- 복합제, 제제개선 등 개량신약 공

- 제네릭  개량신약 개발을 통한 가 의약품 공

- 개량신약 개발을 통한 비용 확보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다. 시장 황/ 망분석

(1)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련 약물 달시스템 시장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1년 

재 시 기 으로 구강(Oral)을 통한 약물 달 시스템 분야가 약 503억 달러로 가

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삽입  피부(Implantable & 

Transdermal)를 통한 약물 달 시스템 분야가 가장 낮은 73억 달러의 시장 규모인 

것으로 악됨

   - 2011년 비경구(Parenteral) 시장은 구강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동안 연평균(CAGR) 13.4% 성장하여 2014년에는 약물 달시

스템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상됨

※ 자료 : Freedonia Focus, 2009. 9, Freedonia Focus on Drug Delivery Systems to 2013

[약물 달 시스템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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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용도 개량신약, 신규복합체 개량신약

 ○ 세계 바이오칩 시장보고서 내 LOAC 제약 개발  발견에 한 시장(GLOBAL 

VALUE OF LOAC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MARKET BY 

APPLICATION)의 그래 를 참조하여 신규용도  신규복합체 개량신약의 시장을 

추정하고자 함

 ○ 제약산업의 신약 탐색분야에서 활용되는 LOAC 의약품 련 시장에 따르면, 신규

용도 계향신약  신규복합제의 개량신약에 유사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리

터  조제  고효율 신약 탐색분야와 세포  단백질체학 분석칩 분야의 2009년 

시장은 약 1.2억 달러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을 기 으로 나노리터  조제  고효율 신약 탐색분야는 연평균 9.9% 성

장하여 약 1.9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망이며 세포  단백질체학 분석칩 분

야는 연평균 18.1% 증가하여 약 2.8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이 견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1, GLOBAL Global Biochip Markets: Microarrays and Lab-on-a-Chip

[세계 바이오칩 시장 내 LOAC 의약품 시장 망]

 ○ 신규용도의 개량신약은 기존 제품의 단 을 보완한 제품이기에 오리지  약가보다 

렴한 제네릭과는 달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유

리할 것으로 상되며, 시장의 강력한 니즈를 감안한  지속성  유효성이 개선된 

신규용도  신규복합체 개량신약의 시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측됨

 ○ 신규용도 개량신약 분야에서 상 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에 있어서 열세한 치에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투자자본의 한계로 인해서 자체진행 인 연구개발에 한 

과감한 투자와 외부역량확보를 한 과감한 로벌 아웃소싱이 곤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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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물질변형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2000

항결핵제  항암제 3003.20-1000

클로람 페니콜제제 3003.20-901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3.20-9090

인슐린을 함유한 것 3003.31-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3.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3.39-1020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3.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3.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3.39-4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3003.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3.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3.39-7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3.39-8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3.39-9000

항암제 3003.40-1000

모르핀제제 3003.40-9110

키닌제제 3003.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3.40-9130

카페인제제 3003.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3.40-9220

에페드린제제 3003.40-9230

코카인제제 3003.40-931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3003.40-9320

니코틴제제 3003.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3.40-9400

아 코린제제 3003.40-9500

피페린제제 3003.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40-99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3.90-1000

아스피린제제 3003.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3.90-9200

비타민제제 3003.90-9300

[개량신약 무역부분 품목 코드]

단기  역량확보를 견인할 수 있는 특단의 국가지원 책 마련이 없을 경우에 

로벌시장에서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사료됨

(2) 무역 황 분석

□ 개량신약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48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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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녹용제제 3003.90-9400

인삼제제 3003.90-9500

로얄제리 제제 3003.90-9600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900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3004.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10-2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20-1000

크롤람페니콜제제 3004.20-91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3004.20-9200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3004.20-9300

카나마이신제제 3004.20-940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4.20-9900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1-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004.32-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4.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4.39-1020

물질변형 

개량신약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4.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4.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4.39-4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4.39-5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4.39-6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4.39-7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9-9000

항암제 3004.40-1000

모르핀제제 3004.40-9110

키닌제제 3004.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4.40-9130

카페인제제 3004.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4.40-9220

에페그린제제 3004.40-9230

코카인제제 3004.40-931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3004.40-9320

니코틴제제 3004.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4.40-9400

아 코린제제 3004.40-9500

피페린제제 3004.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40-9900

비타민 A제제 3004.50-1000

비타민 B1제제 3004.50-2010

기타(비타민 B제제) 3004.50-2090

비타민 C제제 3004.50-3000

비타민 D제제 3004.50-4000

비타민 E제제 3004.50-5000

비타민 H제제 3004.50-6000

비타민 K제제 3004.50-7000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04.50-9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90-1000

아스피린제제 3004.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4.9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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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녹용제제 3004.90-9300

인삼제제 3004.90-9400

로얄제리 제제 3004.90-9500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3004.90-9900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2000

항결핵제  항암제 3003.20-1000

클로람 페니콜제제 3003.20-901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3.20-9090

인슐린을 함유한 것 3003.31-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3.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3.39-1020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3.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3.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3.39-4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3003.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3.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3.39-7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3.39-8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3.39-9000

항암제 3003.40-1000

모르핀제제 3003.40-9110

키닌제제 3003.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3.40-9130

카페인제제 3003.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3.40-9220

에페드린제제 3003.40-9230

코카인제제 3003.40-931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3003.40-9320

니코틴제제 3003.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3.40-9400

아 코린제제 3003.40-9500

피페린제제 3003.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40-99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3.90-1000

아스피린제제 3003.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3.90-9200

비타민제제 3003.90-9300

녹용제제 3003.90-9400

인삼제제 3003.90-9500

로얄제리 제제 3003.90-9600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900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3004.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10-2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20-1000

크롤람페니콜제제 3004.20-91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3004.20-9200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3004.2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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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카나마이신제제 3004.20-940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4.20-9900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1-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004.32-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4.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4.39-1020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4.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4.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4.39-4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4.39-5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4.39-6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4.39-7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9-9000

항암제 3004.40-1000

모르핀제제 3004.40-9110

키닌제제 3004.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4.40-9130

카페인제제 3004.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4.40-9220

에페그린제제 3004.40-9230

코카인제제 3004.40-931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3004.40-9320

니코틴제제 3004.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4.40-9400

아 코린제제 3004.40-9500

피페린제제 3004.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40-9900

비타민 A제제 3004.50-1000

비타민 B1제제 3004.50-2010

기타(비타민 B제제) 3004.50-2090

비타민 C제제 3004.50-3000

비타민 D제제 3004.50-4000

비타민 E제제 3004.50-5000

비타민 H제제 3004.50-6000

비타민 K제제 3004.50-7000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04.50-9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90-1000

아스피린제제 3004.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4.90-9200

녹용제제 3004.90-9300

인삼제제 3004.90-9400

로얄제리 제제 3004.90-9500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3004.90-9900

신규용도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2000

항결핵제  항암제 3003.20-1000

클로람 페니콜제제 3003.20-901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3.20-9090

인슐린을 함유한 것 3003.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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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3.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3.39-1020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3.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3.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3.39-4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3003.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3.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3.39-7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3.39-8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3.39-9000

항암제 3003.40-1000

모르핀제제 3003.40-9110

키닌제제 3003.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3.40-9130

카페인제제 3003.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3.40-9220

에페드린제제 3003.40-9230

코카인제제 3003.40-931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3003.40-9320

니코틴제제 3003.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3.40-9400

아 코린제제 3003.40-9500

피페린제제 3003.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40-99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3.90-1000

아스피린제제 3003.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3.90-9200

비타민제제 3003.90-9300

녹용제제 3003.90-9400

인삼제제 3003.90-9500

로얄제리 제제 3003.90-9600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900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3004.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10-2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20-1000

크롤람페니콜제제 3004.20-91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3004.20-9200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3004.20-9300

카나마이신제제 3004.20-940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4.20-9900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1-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004.32-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4.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4.39-1020

신규용도 

개량신약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4.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4.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4.39-4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4.39-5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4.3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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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4.39-7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9-9000

항암제 3004.40-1000

모르핀제제 3004.40-9110

키닌제제 3004.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4.40-9130

카페인제제 3004.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4.40-9220

에페그린제제 3004.40-9230

코카인제제 3004.40-931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3004.40-9320

니코틴제제 3004.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4.40-9400

아 코린제제 3004.40-9500

피페린제제 3004.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40-9900

비타민 A제제 3004.50-1000

비타민 B1제제 3004.50-2010

기타(비타민 B제제) 3004.50-2090

비타민 C제제 3004.50-3000

비타민 D제제 3004.50-4000

비타민 E제제 3004.50-5000

비타민 H제제 3004.50-6000

비타민 K제제 3004.50-7000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04.50-9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90-1000

아스피린제제 3004.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4.90-9200

녹용제제 3004.90-9300

인삼제제 3004.90-9400

로얄제리 제제 3004.90-9500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3004.90-9900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10-2000

항결핵제  항암제 3003.20-1000

클로람 페니콜제제 3003.20-901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3.20-9090

인슐린을 함유한 것 3003.31-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3.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3.39-1020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3.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3.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3.39-4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3003.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3.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3.39-7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3.39-8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3.39-9000

항암제 3003.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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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제제 3003.40-9110

키닌제제 3003.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3.40-9130

카페인제제 3003.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3.40-9220

에페드린제제 3003.40-9230

코카인제제 3003.40-931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3003.40-9320

니코틴제제 3003.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3.40-9400

아 코린제제 3003.40-9500

피페린제제 3003.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40-99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3.90-1000

아스피린제제 3003.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3.90-9200

비타민제제 3003.90-9300

녹용제제 3003.90-9400

인삼제제 3003.90-9500

로얄제리 제제 3003.90-9600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900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3004.10-100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10-2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20-1000

크롤람페니콜제제 3004.20-91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3004.20-9200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3004.20-9300

카나마이신제제 3004.20-9400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4.20-9900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1-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004.32-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4.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4.39-1020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4.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4.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4.39-4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4.39-5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4.39-6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4.39-7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9-9000

항암제 3004.40-1000

모르핀제제 3004.40-9110

키닌제제 3004.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4.40-9130

카페인제제 3004.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4.40-9220

에페그린제제 3004.40-9230

코카인제제 3004.40-931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3004.4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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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제제 3004.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4.40-9400

아 코린제제 3004.40-9500

피페린제제 3004.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40-9900

비타민 A제제 3004.50-1000

비타민 B1제제 3004.50-2010

기타(비타민 B제제) 3004.50-2090

비타민 C제제 3004.50-3000

비타민 D제제 3004.50-4000

비타민 E제제 3004.50-5000

비타민 H제제 3004.50-6000

비타민 K제제 3004.50-7000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04.50-90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90-1000

아스피린제제 3004.90-9100

항히스타민제제 3004.90-9200

녹용제제 3004.90-9300

인삼제제 3004.90-9400

로얄제리 제제 3004.90-9500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3004.90-9900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물질변형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

도체를 함유한 것 
0.35 0.39 0.55 0.30 0.61 1.68 1.53 0.58 0.64 1.1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 0.00 - - - - - - -

항결핵제  항암제 0.06 0.27 0.11 0.06 0.06 0.30 0.51 0.98 2.24 2.69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

유한 것)
15.57 19.35 18.58 36.63 32.71 15.47 12.96 14.67 13.64 14.34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키닌제제, 테오 로민제제, 에페드린제제, 코카인제제,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아 코린제제, 피페린제제, 클로람 페니콜제제, 로얄제리 제제, 수액선 호르몬 제

제,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모르핀제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출입 거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항암제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0.5 Mil$), 수입(109.6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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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인슐린을 함유한 것 - - - - - - 0.01 0.00 - -

뇌하수체 엽 호르몬 

제제
0.61 0.32 0.68 - 0.00 0.74 1.18 0.03 1.36 0.96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제제
- - - - - 0.02 0.03 0.03 0.04 0.04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00 - - - 0.39 0.35 0.47 0.40 0.54

남성 호르몬제제 - - - - - 0.45 0.19 0.41 0.22 0.03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 - - - - - - - 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

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11 0.56 2.51 0.10 0.28 0.25 0.24

항암제 0.10 0.03 - - 0.15 0.58 0.71 0.91 0.43 0.76

모르핀제제 0.00 - - - - - - - - -

테오 로민제제 - - - - - 0.00 0.01 - 0.00 -

카페인제제 - - - - - - - 0.01 0.07 0.25

니코틴제제 - - - - - - 0.00 - - -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2 0.01 - - - 7.71 1.57 0.64 1.11 0.93

항결핵제⋅구충제  항

암제
0.03 0.01 0.15 0.09 0.03 43.67 26.13 16.98 1.83 1.83

아스피린제제 0.01 0.01 0.01 0.00 0.02 2.27 1.90 2.17 2.60 2.78

항히스타민제제 - - - - - 0.48 1.50 0.57 - -

비타민제제 0.69 1.29 1.46 1.19 0.24 0.59 0.49 0.74 0.70 0.95

녹용제제 - - - - - 0.06 0.03 0.06 0.06 0.08

인삼제제 0.02 0.04 0.03 0.01 - 0.06 0.02 0.01 0.01 0.01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

약품)
13.86 54.96 86.39 92.71 5.42 281.86 248.62 214.48 139.39 156.55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

도체
10.62 12.91 18.87 23.30 26.25 7.95 11.32 12.16 11.49 9.22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11 0.00 0.00 - - 0.02 0.02 - - -

항결핵제․구충제  항

암제
3.77 3.70 4.98 4.91 6.71 3.05 3.09 1.85 2.58 2.30

크롤람페니콜제제 0.13 0.09 0.24 0.11 0.57 0.59 0.10 0.31 0.33 0.45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 0.01 1.00 0.98 0.58 1.23 1.22 1.39 1.74 2.35

카나마이신제제 0.01 0.03 0.01 0.02 0.03 - - - - -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

유한 것)
21.66 25.84 41.23 54.36 87.01 38.42 48.30 56.98 43.44 52.98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

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01 - - - 0.00 35.72 41.66 39.98 33.44 39.21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

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43 4.32 4.07 4.20 4.65 11.42 10.18 15.79 14.60 13.69

뇌하수체 엽 호르몬 

제제
21.20 25.75 32.45 35.95 32.63 32.02 35.39 32.34 26.24 32.42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제제
- - - - - - - - 3.01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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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

몬제제
- - - - - - - - - 0.43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 - - - 0.01 - - - - -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02 - - - 0.00 0.01 - - - -

남성 호르몬제제 - - - 0.23 - 1.23 2.14 2.16 2.59 3.13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0.00 0.14 0.03 0.04 9.78 13.05 12.57 13.26 11.52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

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64 3.22 3.69 4.67 2.82 22.43 37.76 37.03 73.99 45.26

항암제 2.71 0.75 1.08 0.47 0.47 72.62 90.78 97.64 80.12 109.62

모르핀제제 - - - 0.02 0.06 - - - - -

카페인제제 0.00 - - - - - - 0.27 - -

에페그린제제 0.98 1.05 0.92 0.72 0.35 - - - - -

맥각알칼로이드제제 - - - - - 0.48 - - - -

니코틴제제 0.17 - - - - 6.49 4.96 6.42 2.68 3.25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제제
0.01 0.01 - - - 0.02 0.02 0.02 0.02 0.02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5 0.25 0.11 0.16 0.09 6.33 11.76 11.01 7.85 8.20

비타민 A제제 0.24 0.39 0.08 0.31 0.55 2.81 2.58 2.45 2.15 2.53

비타민 B1제제 0.01 0.02 0.00 0.02 - 0.31 1.59 0.79 0.20 0.14

기타(비타민 B제제) 0.34 0.37 0.55 0.45 0.61 2.54 2.34 2.78 0.93 0.97

비타민 C제제 0.11 0.09 - 0.10 0.15 0.01 0.05 0.02 0.06 0.04

비타민 D제제 2.93 0.54 0.74 0.89 0.61 0.36 0.60 0.53 0.71 0.88

비타민 E제제 0.05 - 0.02 0.02 0.05 0.04 0.01 0.01 0.05 0.05

비타민 H제제 - - 0.01 0.01 0.01 - - - 0.04 -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

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4 3.37 4.56 5.69 6.45 9.73 10.55 15.82 14.84 14.48

항결핵제․구충제  항

암제
6.76 8.60 7.33 7.98 9.88 81.07 95.46 94.29 106.87 127.97

아스피린제제 0.03 0.04 0.03 - 0.02 - 8.04 17.20 14.80 12.94

항히스타민제제 0.20 0.21 0.26 0.26 0.31 7.11 8.04 13.83 11.23 14.60

녹용제제 - - 0.01 - - 0.00 - - 0.02 0.01

인삼제제 5.84 6.26 2.26 2.15 1.20 - - - 0.03 -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

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의 것에 한한다)

154.37 207.98 234.06 229.03 266.24 971.75 1305.58 1456.93 1546.83 1800.70

신규제제

/제형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

도체를 함유한 것 
0.35 0.39 0.55 0.30 0.61 1.68 1.53 0.58 0.64 1.1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 0.00 - - - - - - -

항결핵제  항암제 0.06 0.27 0.11 0.06 0.06 0.30 0.51 0.98 2.24 2.69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

유한 것)
15.57 19.35 18.58 36.63 32.71 15.47 12.96 14.67 13.64 14.34

인슐린을 함유한 것 - - - - - - 0.01 0.00 - -

뇌하수체 엽 호르몬 

제제
0.61 0.32 0.68 - 0.00 0.74 1.18 0.03 1.36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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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제제
- - - - - 0.02 0.03 0.03 0.04 0.04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00 - - - 0.39 0.35 0.47 0.40 0.54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 - - - - - - - - -

남성 호르몬제제 - - - - - 0.45 0.19 0.41 0.22 0.03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 - - - - - - - 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

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11 0.56 2.51 0.10 0.28 0.25 0.24

항암제 0.10 0.03 - - 0.15 0.58 0.71 0.91 0.43 0.76

모르핀제제 0.00 - - - - - - - - -

키닌제제 - - - - - - - - - -

테오 로민제제 - - - - - 0.00 0.01 - 0.00 -

카페인제제 - - - - - - - 0.01 0.07 0.25

니코틴제제 - - - - - - 0.00 - - -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2 0.01 - - - 7.71 1.57 0.64 1.11 0.93

항결핵제⋅구충제  항

암제
0.03 0.01 0.15 0.09 0.03 43.67 26.13 16.98 1.83 1.83

아스피린제제 0.01 0.01 0.01 0.00 0.02 2.27 1.90 2.17 2.60 2.78

항히스타민제제 - - - - - 0.48 1.50 0.57 - -

비타민제제 0.69 1.29 1.46 1.19 0.24 0.59 0.49 0.74 0.70 0.95

녹용제제 - - - - - 0.06 0.03 0.06 0.06 0.08

인삼제제 0.02 0.04 0.03 0.01 - 0.06 0.02 0.01 0.01 0.01

로얄제리 제제 - - - - - - - - - -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

약품)
13.86 54.96 86.39 92.71 5.42 281.86 248.62 214.48 139.39 156.55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

도체
10.62 12.91 18.87 23.30 26.25 7.95 11.32 12.16 11.49 9.22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11 0.00 0.00 - - 0.02 0.02 - - -

항결핵제․구충제  항

암제
3.77 3.70 4.98 4.91 6.71 3.05 3.09 1.85 2.58 2.30

크롤람페니콜제제 0.13 0.09 0.24 0.11 0.57 0.59 0.10 0.31 0.33 0.45

에리트로마이신제제 0.06 0.06 0.04 0.06 0.02 1.27 1.58 1.42 1.12 0.95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 0.01 1.00 0.98 0.58 1.23 1.22 1.39 1.74 2.35

카나마이신제제 0.01 0.03 0.01 0.02 0.03 - - - - -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

유한 것)
21.66 25.84 41.23 54.36 87.01 38.42 48.30 56.98 43.44 52.98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

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01 - - - 0.00 35.72 41.66 39.98 33.44 39.21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

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43 4.32 4.07 4.20 4.65 11.42 10.18 15.79 14.60 13.69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21.20 25.75 32.45 35.95 32.63 32.02 35.39 32.34 26.24 32.42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042 -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제제
- - - - - - - - 3.01 3.55

신규제

제/제형 

개량신

약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

몬제제
- - - - - - - - - 0.43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 - - - 0.01 - - - - -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02 - - - 0.00 0.01 - - - -

남성 호르몬제제 - - - 0.23 - 1.23 2.14 2.16 2.59 3.13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0.00 0.14 0.03 0.04 9.78 13.05 12.57 13.26 11.52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

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64 3.22 3.69 4.67 2.82 22.43 37.76 37.03 73.99 45.26

항암제 2.71 0.75 1.08 0.47 0.47 72.62 90.78 97.64 80.12 109.62

모르핀제제 - - - 0.02 0.06 - - - - -

카페인제제 0.00 - - - - - - 0.27 - -

에페그린제제 0.98 1.05 0.92 0.72 0.35 - - - - -

맥각알칼로이드제제 - - - - - 0.48 - - - -

니코틴제제 0.17 - - - - 6.49 4.96 6.42 2.68 3.25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제제
0.01 0.01 - - - 0.02 0.02 0.02 0.02 0.02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5 0.25 0.11 0.16 0.09 6.33 11.76 11.01 7.85 8.20

비타민 A제제 0.24 0.39 0.08 0.31 0.55 2.81 2.58 2.45 2.15 2.53

비타민 B1제제 0.01 0.02 0.00 0.02 - 0.31 1.59 0.79 0.20 0.14

기타(비타민 B제제) 0.34 0.37 0.55 0.45 0.61 2.54 2.34 2.78 0.93 0.97

비타민 C제제 0.11 0.09 - 0.10 0.15 0.01 0.05 0.02 0.06 0.04

비타민 D제제 2.93 0.54 0.74 0.89 0.61 0.36 0.60 0.53 0.71 0.88

비타민 E제제 0.05 - 0.02 0.02 0.05 0.04 0.01 0.01 0.05 0.05

비타민 H제제 - - 0.01 0.01 0.01 - - - 0.04 -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
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4 3.37 4.56 5.69 6.45 9.73 10.55 15.82 14.84 14.48

항결핵제․구충제  항

암제
6.76 8.60 7.33 7.98 9.88 81.07 95.46 94.29 106.87 127.97

아스피린제제 0.03 0.04 0.03 - 0.02 - 8.04 17.20 14.80 12.94

항히스타민제제 0.20 0.21 0.26 0.26 0.31 7.11 8.04 13.83 11.23 14.60

녹용제제 - - 0.01 - - 0.00 - - 0.02 0.01

인삼제제 5.84 6.26 2.26 2.15 1.20 - - - 0.03 -

로얄제리 제제 - - - - - - - - - -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

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의 것에 한한다)

154.37 207.98 234.06 229.03 266.24 971.75 1305.58 1456.93 1546.83 1800.70

신규용도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

도체를 함유한 것 
0.35 0.39 0.55 0.30 0.61 1.68 1.53 0.58 0.64 1.10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

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 0.00 - - - - - - -

항결핵제  항암제 0.06 0.27 0.11 0.06 0.06 0.30 0.51 0.98 2.24 2.69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

유한 것)
15.57 19.35 18.58 36.63 32.71 15.47 12.96 14.67 13.64 14.34

인슐린을 함유한 것 - - - - - - 0.01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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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뇌하수체 엽 호르몬 

제제
0.61 0.32 0.68 - 0.00 0.74 1.18 0.03 1.36 0.96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제제
- - - - - 0.02 0.03 0.03 0.04 0.04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00 - - - 0.39 0.35 0.47 0.40 0.54

남성 호르몬제제 - - - - - 0.45 0.19 0.41 0.22 0.03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 - - - - - - - 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

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11 0.56 2.51 0.10 0.28 0.25 0.24

항암제 0.10 0.03 - - 0.15 0.58 0.71 0.91 0.43 0.76

테오 로민제제 - - - - - 0.00 0.01 - 0.00 -

카페인제제 - - - - - - - 0.01 0.07 0.25

구 성 요 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물질변형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65 -0.59 -0.03 -0.37 -0.29 수입특화 강화

항결핵제  항암제 -0.69 -0.32 -0.80 -0.95 -0.96 수입특화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00 0.20 0.12 0.46 0.39 수출특화 강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10 -0.57 0.91 -1.00 -1.00 수입특화 환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99 - - -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37 0.40 수출특화 환

항암제 -0.72 -0.93 - - -0.66 수입특화 완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1.00 -0.99 - - - 수입특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1.00 -1.00 -0.98 -0.91 -0.97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1.00 -0.99 -0.99 -1.00 -0.99 수입특화

비타민제제 0.08 0.45 0.33 0.26 -0.59 수입특화 환

인삼제제 -0.51 0.28 0.33 0.04 - 수출특화 완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페니실린 유도체, 항결핵제,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 항암제, 에리트로마이신제제, 

비타민 A,B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인삼제제, 스트렙토마이신, 항결핵제, 크롤람페니콜제제, 비타민C 제제 

등으로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페니실린 유도체, 항결핵제,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 항암제, 에

리트로마이신제제, 비타민 A,B 등

   - 수입 특화 분야 : 인삼제제, 스트렙토마이신, 항결핵제, 크롤람페니콜제제, 비타민

C 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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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요 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91 -0.64 -0.43 -0.20 -0.93 수입특화 강화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0.14 0.07 0.22 0.34 0.48 수출특화 강화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71 -0.68 - - - 수입특화 환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11 0.09 0.46 0.31 0.49 수출특화

크롤람페니콜제제 -0.64 -0.05 -0.12 -0.50 0.11 수출특화 환

에리트로마이신제제 -0.92 -0.93 -0.94 -0.91 -0.95 수입특화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 -0.99 -0.16 -0.28 -0.60 수입특화 강화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28 -0.30 -0.16 0.11 0.24 수출특화 환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00 - - - -1.00 수입특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0.54 -0.40 -0.59 -0.55 -0.49 수입특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20 -0.16 0.00 0.16 0.00 수출특화 완화

물질변형   

개량신약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45 - - - - 수출특화

남성 호르몬제제 - - - -0.83 - 수입특화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1.00 -0.98 -1.00 -0.99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86 -0.84 -0.82 -0.88 -0.88 수입특화

항암제 -0.93 -0.98 -0.98 -0.99 -0.99 수입특화

니코틴제제 -0.95 - - - - 수입특화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26 -0.48 - - - 수입특화 강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98 -0.96 -0.98 -0.96 -0.98 수입특화

비타민 A제제 -0.84 -0.74 -0.94 -0.75 -0.64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B1제제 -0.97 -0.97 -1.00 -0.83 - 수입특화 

기타(비타민 B제제) -0.77 -0.73 -0.67 -0.35 -0.23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C제제 0.81 0.27 - 0.24 0.54 수출특화 강화

비타민 D제제 0.78 -0.05 0.17 0.11 -0.18 수입특화 환

비타민 E제제 0.06 - 0.21 -0.51 -0.05 수입특화 환

비타민 H제제 - - - -0.67 - 수입특화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52 -0.52 -0.55 -0.45 -0.38 수입특화 완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85 -0.83 -0.86 -0.86 -0.86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 -0.99 -1.00 - -1.00 수입특화

항히스타민제제 -0.95 -0.95 -0.96 -0.95 -0.96 수입특화

인삼제제 - - - 0.98 - 수출특화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0.73 -0.73 -0.72 -0.74 -0.74 수입특화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65 -0.59 -0.03 -0.37 -0.29 수입특화 강화

항결핵제  항암제 -0.69 -0.32 -0.80 -0.95 -0.96 수입특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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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00 0.20 0.12 0.46 0.39 수출특화 강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10 -0.57 0.91 -1.00 -1.00 수입특화 환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99 - - -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37 0.40 수출특화 환

항암제 -0.72 -0.93 - - -0.66 수입특화 완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1.00 -0.99 - - - 수입특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1.00 -1.00 -0.98 -0.91 -0.97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1.00 -0.99 -0.99 -1.00 -0.99 수입특화

비타민제제 0.08 0.45 0.33 0.26 -0.59 수입특화 환

인삼제제 -0.51 0.28 0.33 0.04 - 수출특화 완화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91 -0.64 -0.43 -0.20 -0.93 수입특화 강화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0.14 0.07 0.22 0.34 0.48 수출특화 강화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71 -0.68 - - - 수입특화 환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11 0.09 0.46 0.31 0.49 수출특화

크롤람페니콜제제 -0.64 -0.05 -0.12 -0.50 0.11 수출특화 환

에리트로마이신제제 -0.92 -0.93 -0.94 -0.91 -0.95 수입특화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 -0.99 -0.16 -0.28 -0.60 수입특화 강화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28 -0.30 -0.16 0.11 0.24 수출특화 환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00 - - - -1.00 수입특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0.54 -0.40 -0.59 -0.55 -0.49 수입특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20 -0.16 0.00 0.16 0.00 수출특화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45 - - - - 수출특화

남성 호르몬제제 - - - -0.83 - 수입특화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1.00 -0.98 -1.00 -0.99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86 -0.84 -0.82 -0.88 -0.88 수입특화

항암제 -0.93 -0.98 -0.98 -0.99 -0.99 수입특화

니코틴제제 -0.95 - - - - 수입특화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26 -0.48 - - - 수입특화 강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98 -0.96 -0.98 -0.96 -0.98 수입특화

비타민 A제제 -0.84 -0.74 -0.94 -0.75 -0.64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B1제제 -0.97 -0.97 -1.00 -0.83 - 수입특화 완화

기타(비타민 B제제) -0.77 -0.73 -0.67 -0.35 -0.23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C제제 0.81 0.27 - 0.24 0.54 수출특화 강화

비타민 D제제 0.78 -0.05 0.17 0.11 -0.18 수입특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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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E제제 0.06 - 0.21 -0.51 -0.05 수입특화 환

비타민 H제제 - - - -0.67 - 수입특화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52 -0.52 -0.55 -0.45 -0.38 수입특화 완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85 -0.83 -0.86 -0.86 -0.86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 -0.99 -1.00 - -1.00 수입특화

항히스타민제제 -0.95 -0.95 -0.96 -0.95 -0.96 수입특화

인삼제제 - - - 0.98 - 수출특화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0.73 -0.73 -0.72 -0.74 -0.74 수입특화

신규용도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65 -0.59 -0.03 -0.37 -0.29 수입특화 강화

항결핵제  항암제 -0.69 -0.32 -0.80 -0.95 -0.96 수입특화 강화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00 0.20 0.12 0.46 0.39 수출특화 강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10 -0.57 0.91 -1.00 -1.00 수입특화 환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99 - - -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37 0.40 수출특화 환

항암제 -0.72 -0.93 - - -0.66 수입특화 완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1.00 -0.99 - - - 수입특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1.00 -1.00 -0.98 -0.91 -0.97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1.00 -0.99 -0.99 -1.00 -0.99 수입특화

비타민제제 0.08 0.45 0.33 0.26 -0.59 수입특화 환

인삼제제 -0.51 0.28 0.33 0.04 - 수출특화 완화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91 -0.64 -0.43 -0.20 -0.93 수입특화 강화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0.14 0.07 0.22 0.34 0.48 수출특화 강화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71 -0.68 - - - 수입특화 환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11 0.09 0.46 0.31 0.49 수출특화

크롤람페니콜제제 -0.64 -0.05 -0.12 -0.50 0.11 수출특화 환

에리트로마이신제제 -0.92 -0.93 -0.94 -0.91 -0.95 수입특화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 -0.99 -0.16 -0.28 -0.60 수입특화 강화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28 -0.30 -0.16 0.11 0.24 수출특화 환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00 - - - -1.00 수입특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0.54 -0.40 -0.59 -0.55 -0.49 수입특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20 -0.16 0.00 0.16 0.00 수출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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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용도   

개량신약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45 - - - - 수출특화

남성 호르몬제제 - - - -0.83 - 수입특화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1.00 -0.98 -1.00 -0.99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86 -0.84 -0.82 -0.88 -0.88 수입특화

항암제 -0.93 -0.98 -0.98 -0.99 -0.99 수입특화

니코틴제제 -0.95 - - - - 수입특화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26 -0.48 - - - 수입특화 강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98 -0.96 -0.98 -0.96 -0.98 수입특화

비타민 A제제 -0.84 -0.74 -0.94 -0.75 -0.64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B1제제 -0.97 -0.97 -1.00 -0.83 - 수입특화 

기타(비타민 B제제) -0.77 -0.73 -0.67 -0.35 -0.23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C제제 0.81 0.27 - 0.24 0.54 수출특화 강화

비타민 D제제 0.78 -0.05 0.17 0.11 -0.18 수입특화 환

비타민 E제제 0.06 - 0.21 -0.51 -0.05 수입특화 환

비타민 H제제 - - - -0.67 - 수입특화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52 -0.52 -0.55 -0.45 -0.38 수입특화 완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85 -0.83 -0.86 -0.86 -0.86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 -0.99 -1.00 - -1.00 수입특화

항히스타민제제 -0.95 -0.95 -0.96 -0.95 -0.96 수입특화

녹용제제 - - - - - -

인삼제제 - - - 0.98 - 수출특화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0.73 -0.73 -0.72 -0.74 -0.74 수입특화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65 -0.59 -0.03 -0.37 -0.29 수입특화 강화

항결핵제  항암제 -0.69 -0.32 -0.80 -0.95 -0.96 수입특화 강화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00 0.20 0.12 0.46 0.39 수출특화 강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10 -0.57 0.91 -1.00 -1.00 수입특화 환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99 - - -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37 0.40 수출특화 환

항암제 -0.72 -0.93 - - -0.66 수입특화 완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1.00 -0.99 - - - 수입특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1.00 -1.00 -0.98 -0.91 -0.97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1.00 -0.99 -0.99 -1.00 -0.99 수입특화

비타민제제 0.08 0.45 0.33 0.26 -0.59 수입특화 환

인삼제제 -0.51 0.28 0.33 0.04 - 수출특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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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91 -0.64 -0.43 -0.20 -0.93 수입특화 강화

페니실린 는 이들의 

유도체
0.14 0.07 0.22 0.34 0.48 수출특화 강화

스트렙토마이신 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71 -0.68 - - - 수입특화 환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11 0.09 0.46 0.31 0.49 수출특화

크롤람페니콜제제 -0.64 -0.05 -0.12 -0.50 0.11 수출특화 환

에리트로마이신제제 -0.92 -0.93 -0.94 -0.91 -0.95 수입특화

옥시테르라 사이클린제제 - -0.99 -0.16 -0.28 -0.60 수입특화 강화

기타(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28 -0.30 -0.16 0.11 0.24 수출특화 환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00 - - - -1.00 수입특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0.54 -0.40 -0.59 -0.55 -0.49 수입특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20 -0.16 0.00 0.16 0.00 수출특화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45 - - - - 수출특화

남성 호르몬제제 - - - -0.83 - 수입특화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1.00 -0.98 -1.00 -0.99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86 -0.84 -0.82 -0.88 -0.88 수입특화

항암제 -0.93 -0.98 -0.98 -0.99 -0.99 수입특화

니코틴제제 -0.95 - - - - 수입특화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26 -0.48 - - - 수입특화 강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98 -0.96 -0.98 -0.96 -0.98 수입특화

비타민 A제제 -0.84 -0.74 -0.94 -0.75 -0.64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B1제제 -0.97 -0.97 -1.00 -0.83 - 수입특화 완화

기타(비타민 B제제) -0.77 -0.73 -0.67 -0.35 -0.23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C제제 0.81 0.27 - 0.24 0.54 수출특화 강화

비타민 D제제 0.78 -0.05 0.17 0.11 -0.18 수입특화 환

비타민 E제제 0.06 - 0.21 -0.51 -0.05 수입특화 환

비타민 H제제 - - - -0.67 - 수입특화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52 -0.52 -0.55 -0.45 -0.38 수입특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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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요 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85 -0.83 -0.86 -0.86 -0.86 수입특화

아스피린제제 - -0.99 -1.00 - -1.00 수입특화

항히스타민제제 -0.95 -0.95 -0.96 -0.95 -0.96 수입특화 

인삼제제 - - - 0.98 - 수출특화

기타(의약품으로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0.73 -0.73 -0.72 -0.74 -0.74 수입특화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

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개량신약 분야 포지션맵 작성 

[개량신약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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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ember, housing, relative, portion, dosing, reservoir pump, user, Fluid, devices, configure 

dsignal, image, determining, pressure, infusion, glucose, automated

CR_2

pressure, tube, medicine, storage, test radiation, region, lower, data, pump, member, blood, 

film, therapy data, information, levelcap, sealed, movable, shell, cover, section, package, fiber, 

tryptophan, closure, Blister, scavengerchamber, adapted, position, end

CR_3
halo C1, mono C1, thiazolyl, substituents, antibiotic, medicinal, bone, phenyldrug, delivery, 

patient Fluid, rate, drugs, medical, manufacturing

CR_4 medication, control, container, first, dose, layer container, surface, product

CR_5
prodrugs, carbamate, synthesis, analogs, kits color, change, flexible, degree, depending, 

receivepreparation, selected, well medicament, derivative, factor, central, medium, state

CR_6 pain, chronic, neurodegenerativefunction, characterized, processes, glucocorticoid

CR_7
receptor, R3, inflammatory, R1atom, halogen, bond, C1, ring, hydrate, pain, oxygen, 

patientstherapy, antagonist, viral, function, atom

CR_8 formula, prodrug, saltgroup, optionally, substituted, alkyl, receptor

CR_9 compounds, formula, pharmaceuticallydiseases, disease, useful

CR_10

blood, levels, subject, tissue, component, effects, opioid, prodrugsacids, contain, stable, 

embodiments, comprise, consistingpeptide, proteins, essentially, mass, crystalline, spray, portions, 

female, gastric, copolymer, adverse, azithromycin, prostate, bile

CR_11 dosage, form, compound ayer, high, body, tablettablet, tablets, coating

CR_12

form, comprising, method, Methods, device, compound sacid, include, administering, solid, 

therapeutic, medication compound, diseases, group, acid, radiation, cap therapeutic, agents, 

human, inhibitors, disorders inhibitors, inhibitor, cancer, prevention, preparation disorders, 

preventing, making

CR_13
device, system, drug, composition film, thickness, ion, area, beam, light, medicament, signal, 

result, setting, particles, plate, gate

CR_14
body, weight, liquid, providing tissue, determined, exposure, range, cells component, forming, 

mixture, acidssolid, process, used

CR_15 Methods, pharmaceutical, forms, treatment

CR_16 composition, amount, active, oral

CR_17 active, agent, release, containing

CR_18 oral, administration, disclosed

CR_19 alkyl, hydrogen, aryl, represented

CR_20 neurode generative, diabetic, damage

 ○ 개량신약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

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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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물질변형 개량신약

비만치료제 신규염 개량신약 기술 개발

역류성 식도염치료제 염변경 개량신약 기술 개발

항 제 물질변형 개량신약 기술 개발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개량 항암신약 기술 개발

기존 과립제를 탁제로 제형변형한 염치료제 련 기술 개발

천식치료제 신규제형 련 기술 개발

신규용도 개량신약

고 압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발기부 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인 루엔자바이러스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칼슘채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를 이용한 신규 고 압복합체 련 기술 개발

산분비억제, 헬리코박터 억제  막보호 등 련 신규복합체 기술 개발

골다공증치료제와 비타민D 등 련 신규복합제 기술 개발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
형

기술5)
성숙
기술

3)
공백
기술

4)

물질

변형 개량

신약

비만치료제 신규염 개량신약 기술 개발 - - - -

역류성 식도염치료제 염변경 개량신약 기술 개발 14% - - 14%

항 제 물질변형 개량신약 기술 개발 14% 14% - 14%

신규제제

/제형 개량

신약

개량 항암신약 기술 개발 14% - - 14%

기존 과립제를 탁제로 제형변형한 염치료제 련 기술 개발 - - - -

천식치료제 신규제형 련 기술 개발 - - - -

신규

용도 개량

신약

고 압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28% - - 28%

발기부 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14% - - 14%

인 루엔자바이러스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28% 28% - 28%

신규

복합제 개량

신약

칼슘채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를 이용한 신규 고

압복합체 련 기술 개발
- - - -

산분비억제, 헬리코박터 억제  막보호 등 련 신규복합체 

기술 개발
14% - - 14%

골다공증치료제와 비타민D 등 련 신규복합제 기술 개발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
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

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1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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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 신약 분야에서 ‘인 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련 신규 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8%가 보유하고 있으며, 28%의 기업이 소기업

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고 압 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은 보유 기술(28%), 

소기업형 기술(28%)라고 응답하 으며, ‘항 제 물질변형 개량신약 기술 개발’

은 보유 기술(14%), 소기업형 기술(14%)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은 없

는 것으로 조사됨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신규 복합제 개량 신약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개량신약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의약품 제조, 충치제거제, 동물형 의약품, 화공약품, 근만충 용재료, 새송이 종균, 생물화학  

제제, 축사 소독제, 의약품 간재, 의료용품, 유 자 시약, 탈취제, 생분해성 합사, 유 자 

분석기

해외 기업

Teva, Sandoz, Merck KGaA,  ratiopharm,  Watson, YAMANOUCHI  PHARMACEUTICAL 

Co Ltd, Kissei Pharmaceutical  Co Ltd, Boehringer Ingelheim  Pharma GmbH & CoKG, 

ONO PHARMACEUT CO  LTD, MARUZEN PHARMACEUT CO  LTD

국내 기업

기업 아모 퍼시픽, CJ제일제당, 보령제약,일동제약, 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웅제약, 동아제약, 

소기업
이 벳, 에스에 , 남 물산, 카이로드, 포유덴트, 지앤씨바이오, 림화학, 메타바이오메드, 머쉬

토피아, 바이오니아, 건일제약, 원제약, 바이넥스, 한림제약, 안국약품, 유유제약, 코오롱 제약

 ○ 개량 신약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이  완제

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

상 2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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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물질변형

개량신약

비만치료제 신규염 개량신약 기술 개발 특

역류성 식도염치료제 염변경 개량신약 기술 개발 특

항 제 물질변형 개량신약 기술 개발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개량 신약 단 의 제품을 기업  소기업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기  화학물질, 바이오 간재, 의료용품이라고 

응답함 

   - 소기업에 매하는 비 은 조사기업의 55%인 것으로 조사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개량 신약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의료 원료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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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개량 항암신약 기술 개발 특

기존 과립제를 탁제로 제형변형한 염치료제 련 기술 개발 특

천식치료제 신규제형 련 기술 개발 특

나노기술을 통한 국소부작용  개체간 BA 개선 기술

PEGylation 기술 개발

신규용도 

개량신약

고 압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특

발기부 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특

인 루엔자바이러스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특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칼슘채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를 이용한 신규 고 압복합체 련기술개발

산분비억제, 헬리코박터 억제  막보호 등 련 신규복합체 기술 개발

골다공증치료제와 비타민D 등 련 신규복합제 기술 개발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체 으로 소기업측면에서는 신규제제.제형>물질변경>복합제>용도로 합성

을 보일 수 있고, 수요  유망성을 고려한다면 복합제>신규제제.제형>용도>물

질변형으로 우선순 가 고려된다고 단됨. 개량신약이 기존 제품의 개량기술 

목을 통한 제품인 에서 소기업 다수 개발아이템이 있으며 이를 반 하여 

요소기술 정비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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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신규제제/제형 

개량신약

천식치료제 신규제형 련 기술 개발

나노기술을 통한 국소부작용  개체간 BA 개선 기술

신규용도 개량신약
고 압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발기부 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신규복합제 개량신약
칼슘채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를 이용한 신규 고 압복합체 련 기술 개발

산분비억제, 헬리코박터 억제  막보호 등 련 신규복합체 기술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신규제제

/재형 

개량신약

천식치료제 신규제형 

련 기술 개발
약효지속화 제형 안정성

약리 검증, 

IND 승인

임상 

1상/3상 

완료

제품 상용화

나노기술을 통한 

국소부작용  개체간 

BA 개선 기술

표 지향화 

기술

약리 검증, 

IND 승인

임상 

1상/3상 

완료

제품 상용화

신규용도

개량신약

고 압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신규 

응증 

개발

효능검증/독성

테스트

약리 검증, 

IND 승인

임상 

1상/3상 

완료

제품 상용화

발기부 치료제 련 

신규용도 개량신약 기술 

개발

신규 

응증 

개발

효능검증/독성

테스트

약리 검증, 

IND 승인

임상 

1상/3상 

완료

제품 상용화

신규복합

제 

개량신약

칼슘채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를 이용한 

신규 고 압복합체 련 

기술 개발

약효상승효

과/환자편

익개선

후보물질 도출, 

안정성 검증

약리 검증, 

IND 승인

임상 

1상/3상 

완료

제품 상용화

산분비억제, 헬리코박터 

억제  막보호 등 

련 신규복합체 기술 

개발

약효상승효

과/환자편

익개선

후보물질 도출, 

안정성 검증

약리 검증, 

IND 승인
제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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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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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1. 개요

가. 정의  범

 ○ 천연물의 정의  개념

   - 천연물이란 넓은 의미에서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식물․동물․ 물․미생물과 이

들의 사산물을 총칭하는데, 이러한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은 이를 사용하는 국

가들의 역사 ․문화  차이에 따라서 생약(crude drug) 는 생약제제(herbal 

medicinal preparation), 식물의약품(botanical drug) 는 식물제제(HMP : herbal 

medicinal product) 등으로 불리고 있음

   - 생약이란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식물․동물․ 물․미생물과 이들의 사산물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하여 이들을 단․분쇄․추출 등의 간단한 가공을 통해 

그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의 천연물 는 이들로부터 약효성분을 추출하여 

사용하거나 정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들을 통칭하며, 천연물을 임상에 사용한 경

험이 역사 으로 풍부한 국가인 우리나라와 국․일본 등에서 질병치료에 사용

되는 천연물을 통상 생약이라 함

 ○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의 조성을 지칭하

며, 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함(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진법(2000년 1

월 12일 제정))

 ○ 천연물신약이 최근에 고부가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신약개발의 방향성을 제

시해 주고 있음.

 

나. 범

 ○ (기술․제품 분류 ) 천연물이란 넓은 의미에서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식물․

동물․ 물․미생물과 이들의 사산물을 총칭하는데, 이러한 천연물을 이용한 의

약품은 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역사 ․문화  차이에 따라서 한약(Korean 

Herbal Medicine), 약(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생약(crude drug) 는 생

약제제(herbal medicinal preparation), 식물의약품(botanical drug) 는 식물제제

(HMP : herbal medicinal product) 등으로 불리고 있음.

 ○ (공 망 분류 ) 천연물의약품은 의약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소재와 이를 제조, 

가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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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52)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4091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

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41.2%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00년부터 ’01년까지는 감소하 으나, ’04년부터 ‘08년까지 

꾸 히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52)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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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31 유기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471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부터의 물질을 함유 하는 구조 미지의 의

약품 제제
383

A61K-035 구조를알수없는물질 는반응생성물을함유하는의약품제제    325

A61K-009 특별한물리 형태에의하여특징지어지는의약품제제 201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147

A61K-008 화장품 는 유사 화장품 제제   146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와 삼극 특허 건수의 비 이 높고 일본의 

경우 특허 건수에 비해 삼극 특허 건수의 비율이 낮은 편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7 2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24 6
OGAWA  & CO., 

LTD.
25 0

2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4 5

Affinium  

Pharmaceuticals, 

Inc.

19 0
FANCL 

CORPORATION
14 0

3
Caregen Co., 

Ltd.
0 8

Meta Cosmetics,  

LLC
2 10 NOEVIR Co.,Ltd. 11 0

4
GRUNENTHAL 

GMBH
5 1

Anatomic Research, 

Inc.
3 9 Kao Corporation 4 3

5

FUJIFILM  

Manufacturing 

Europe B.V.

0 5
Metaproteomics, 

LLC
1 8

Pola chemacal 

Industres, INC
7 8

(2) 국내동향

 ○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8년을 119건을 기 으로 증

가추세에서 큰 폭으로 감소 환함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060 -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부터의 물질을 함유 하는 구조 미

지의 의약품 제재
116

A61K-035 구조를알수없는물질 는반응생성물을함유하는의약품제제    74

A61K-031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제재     70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61

A61K-008 화장품 는 유사화장품제재   58

C12N-005 인체,동물 는식물의미분화세포, .세포주;조직;그것의배양 는유지;그것의배지 26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소기업의 활동보다는 학/연구기 의 

출원활동이 활발함.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건국 학교 산학 력단은 각각 14, 

13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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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14

주식회사

진생사이언스
5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4

2
건국 학교 

산학 력단
13

주식회사 한국토종약

연구소
5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4

3
경희 학교 

산학 력단
9 (주)허벤텍 5 (주)아모 퍼시픽 4

4
부경 학교 

산학 력단
6 (주)바이오랩 4

㈜ 이티앤지

㈜ 한국인삼공사
3

5
서울 학교

산학 력재단
5 롯데제과주식회사 3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경쟁력지수 분석

 ○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식물유래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66인 것

으로 분석되며, 미생물유래의약품 0.121, 동물유래의약품 0.050, 해양생명유래 의약

품 0.036 순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식물유래 의약품(1.55)으로 조사

되었으며, 구성요소 4가지  해양생물유의약품(0.84)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식물유래 의약품 0.63 122.58 0.65 1.57 0.16 1.55

동물유래 의약품 0.74 102.77 1.14 .28 0.05 0.95

미생물유래 의약품 0.58 42.10 1.09 2.55 0.12 0.99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1.51 427.16 1.09 0.81 0.03 0.8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해양생물유래 의약품(1.99),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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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의약품(0.81) 순이며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4가지 구성요소  식물유래 의

약품이 기술독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되어 소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상

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식물유래 의약품 2,069 0.54 328.41

동물유래 의약품 2,221 0.81 107.65

미생물유래 의약품 838 0.59 146.60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11,061 1.99 64.3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식물유래 의약품 0.17 1.00 0.54 328.41  

동물유래 의약품 0.05 1.09 0.81 107.65 

미생물유래 의약품 0.12 1.09 0.59 146.60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0.04 0.91 1.99 64.38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천연물의약품 분야의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

면, 미생물유래 의약품이 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 으로 타 분야에 비해 높

은 수 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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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확보지수는 구성 요소  해양생물유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가 

4  이상으로 소기업에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단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식물유래 의약품 4 4 4.0 5 2 3.5 3.70

동물유래 의약품 3 4 3.4 4 4 4.0 3.76

미생물유래 의약품 4 4 4.0 5 4 4.5 4.30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2 2 2.0 1 5 3.0 2.60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점으로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고령화 사회 진입

 → 시장 니즈 1 : 비용·다효능의 천연물 가치 재평가

 ○ 세계 의료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가 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비용․다효능의 천연물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 재 신 의료기술과 하이테크 보건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만성․난치성 질환

이 증가하고 있어, 그 안으로 천연물의약품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개인  욕구를 시하는 풍조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의료서비스도 

방의학에 한 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각 국의 천연물의약 지원 확  

 → 시장 니즈 2 : 천연물의약품의 과학화, 표 화, 규격화 

 ○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진법」(법률 제6400호, 2001. 

1.29.)  「한의약육성법」(법률 제6965호, 2004. 8. 7.)이 제정되어 천연물과 통약

물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세계 각 국은 천연물신약 개발에 있어 생물다양성 약, 나고야 의정서 등의 국제

약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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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시장 진출을 해서는 천연물의약품의 과학화, 표 화, 규격화 등을 통하여 

약효에 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

[국가별 천연물의약 지원 련 주요기   내용]

국가명 지원분야
기 명

( 로젝트명)
주요 내용

독일
천연물자원확보, 

활성검색

Natural Product 

Pool(민 공동)

천연물성분, 유도체 수집, 확보, 

단  생리활성 검색

미국 효능평가 NCCAM 천연물의 효능에 한 평가 기술

국 안 성평가 국 의과학원
한약과 양약의 병용투여에 한

안 성 연구

국 산업화 기반 국 의과학원 다양한 제제  제형 기술 개발

일본 한약자원 표 화 쯔무라제약 한약재  제제의 표 화

※ 자료 : 국가R&D기술산업정보서비스. 기술동향

□ 통의약품에 한 풍부한 정보 

 → 시장 니즈 3 : 통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 

 ○ 수백년간 축척되어온 천연물의 약효에 한 데이터베이스는 로벌 의약품 시장에

서 우리나라의 천연물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강 이라고 볼 수 있고, 미래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와 천연물의약품이 일치(안 성, 만성질환)하며, 고부가가

치 창출을 한 로벌 천연물신약 기술 선  가능함.

 ○ 그러나 생리활성물질탐색기술, 약리독성 평가연구 등의 기 연구가 미흡하며, 이를 

신약개발로 연결하는 체계 , 효율  연구가 부족하며,  학계, 연구소  산업계의 

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 1995년부터 국가지원 시작 (과학기술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의 보건의

료기술연구사업 등)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천연물 과제지원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약 100 억 원 정도에 불과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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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의 80%가 1차 헬스 어를 해 천연물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됨

 ○ 국내 제약업체들은 최근 합성 신약에 비해 비용이 게 들고 임상 정보가 축 된 

통 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 한방신약과 천연물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물유래 의약품

 ○ 식물유래 의약품에 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17억 달러에서 2014년 

364.8억 달러로 연평균(CAGR) 10.9% 성장이 상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5 ,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Markets

[식물유래 의약품 시장 망]

 ○ 식물은 주로 백신, 항체, 생리활성 물질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식물추출 

치료제의 생산은 병원균 오염에 의한 험을 감소시키는 장 을 가지고 있음

 ○ 한 식물유래 의약품은 다른 생물체에 비해 상 으로 수율이 높으며, 기존의 

경작, 수확, 장 등의 기반을 그 로 활용할 수 있어 심이 증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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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유래 의약품

 ○ 동물유래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상업 으로 리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BCC에서 발행된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약 5.3억 

달러에서 2014년 10.7억 달러로 연평균(CAGR) 15.0% 성장이 상되고 있음

 ○ 동물유래의 바이러스나 병원체로부터 안 하며, 동물과 유사한 번역후 변형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고 있어 동물유래 의약품

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단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5 ,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Markets

[동물유래 의약품 시장 망]

□ 미생물유래 의약품

 ○ 미생물유래 의약품에 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6억 달러에서 2014년 

6.1억 달러로 연평균(CAGR) 5.8%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세계 으로 생명공학 시장의 제품 개발의 상당수는 미생물 자원으로부터 이루

어지는 실정이며, 미생물은 고부가가치의 경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생

물소재로 각 받고 있음

 ○ 재 국내의 미생물 산업은 외국에서 개발된 종균을 수입해 이를 개량하는 수

으로 원천 기술과 특허가 부족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세계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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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BCC Research, 2010. 5 ,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Markets,  

[미생물유래 의약품 시장 망]

□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 세계 해양생물 유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4,800만 달러, 2012년 5,400만 

달러에 도달할 망이며, 동 기간 동안 연간성장률(CAGR) 12.5%로 성장하여 2014

년 6,8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상됨

 ○ 해양은 지구표면 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생명체의 약 87%가 해양에 있

어 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장 을 가진 역임

 ○ 지난 40년간 2만개 이상의 합성물이 해양생물로부터 발견되었으나, 해양생물에서 

추출되는 화합물이 복잡성을 띤다는 에서 단하면, 해양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 BC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승인된 해양생물 유래 의약품이 10종류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분석됨

 ○ 따라서 자원의 보고인 해양에서 유래된 천연의약품은 식물유래 의약품, 동물유래 

의약품, 미생물유래 의약품 등 비  시 의 시장규모는 작은 것으로 악되지

만 시장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인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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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식물유래 의약품

항암제(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40-1000

모르핀제제 3003.40-9110

키닌제제 3003.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3.40-9130

카페인제제 3003.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3.40-9220

에페드린제제 3003.40-9230

코카인제제 3003.40-931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3003.40-9320

니코틴제제 3003.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3.40-9400

아 코린제제 3003.40-9500

피페린제제 3003.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40-9900

비타민 제제(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300

인삼제제(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500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900

[천연물의약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자료 : BCC Research, 2011. 10, Biotechnologies for Global Markets for Marine-Derived Pharmaceuticals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천연물의약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88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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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항암제(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40-1000

모르핀제제 3004.40-9110

키닌제제 3004.40-9120

테오 로민제제 3004.40-9130

카페인제제 3004.40-9210

스트리키닌제제 3004.40-9220

에페드린제제 3004.40-9230

코카인제제 3004.40-931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3004.40-9320

니코틴제제 3004.40-933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3004.40-9400

아 코린제제 3004.40-9500

피페린제제 3004.40-9600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40-9900

비타민 A제제 3004.50-1000

비타민 B1제제 3004.50-2010

기타(비타민 B제제) 3004.50-2090

비타민 C제제 3004.50-3000

비타민 D제제 3004.50-4000

비타민 E제제 3004.50-5000

비타민 H제제 3004.50-6000

비타민 K제제 3004.50-7000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04.50-9000

인삼제제 3004.90-9400

기타(소매용 의약품) 3004.90-9900

동물유래 의약품

선추출물 3001.20-1000

간장추출물 3001.20-2000

담낭추출물 3001.20-3000

췌장추출물 3001.20-4000

장추출물 3001.20-5000

기타(선⋅기타 기  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3001.20-9000

기타(피부  ) 3001.90-1090

웅담 3001.90-2010

기타(선과 기타 기 ) 3001.90-2090

헤 린과 그 염 3001.90-9010

기타(치료용 는 방용으로 조제한 동물성 물질) 3001.90-9090

동물의 피(치료용⋅ 방용 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3002.90-2000

인슐린을함유한것 3003.31-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3.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3.39-1020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3.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3.3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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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3.39-4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3003.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3.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3.39-7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3.39-8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3.39-9000

녹용제제 3003.90-9400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1-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004.32-0000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3004.39-101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3004.39-1020

수액선 호르몬 제제 3004.39-2000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3004.39-3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3004.39-4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3004.39-5000

남성 호르몬제제 3004.39-6000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3004.39-7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3004.39-9000

녹용제제 3004.90-9300

미생물유래 

의약품

미생물배양체 3002.90-4000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3002.90-5000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3002-20-0000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3002.90-4000

항암제(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3.20-1000

기타(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3.90-1000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3003.90-9900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004.20-1000

기타(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3004.90-1000

기타(소매용 의약품) 3004.90-9900

 ○ 장추출물, 동물의피, 뇌하수체 후엽호르몬제제, 수액선 호르몬제제,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경우 최근 5년간 수출입 거래가 존재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분석 상에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인체의약용 백신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248 Mil$), 

수입(338.3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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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식물유래 

의약품

항암제(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10 0.03 - - 0.15 0.58 0.71 0.91 0.43 0.76

테오 로민제제 - - - - - 0.00 0.01 - 0.00 -

카페인제제 - - - - - - - 0.01 0.07 0.25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2 0.01 - - - 7.71 1.57 0.64 1.11 0.93

비타민 제제(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69 1.29 1.46 1.19 0.24 0.59 0.49 0.74 0.70 0.95

인삼제제(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02 0.04 0.03 0.01 - 0.06 0.02 0.01 0.01 0.01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13.86 54.96 86.39 92.71 5.42 281.86 248.62 214.48 139.39 156.55

항암제(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2.71 0.75 1.08 0.47 0.47 72.62 90.78 97.64 80.12 109.62

모르핀제제 - - - 0.02 0.06 - - - - -

카페인제제 0.00 - - - - - - 0.27 - -

스트리키닌제제 - - - - - - - - - -

에페드린제제 0.98 1.05 0.92 0.72 0.35 - - - - -

맥각알카로이드제제 - - - - - 0.48 - - - -

니코틴제제 0.17 - - - - 6.49 4.96 6.42 2.68 3.25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01 0.01 - - - 0.02 0.02 0.02 0.02 0.02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5 0.25 0.11 0.16 0.09 6.33 11.76 11.01 7.85 8.20

비타민 A제제 0.24 0.39 0.08 0.31 0.55 2.81 2.58 2.45 2.15 2.53

비타민 B1제제 0.01 0.02 0.00 0.02 - 0.31 1.59 0.79 0.20 0.14

기타(비타민 B제제) 0.34 0.37 0.55 0.45 0.61 2.54 2.34 2.78 0.93 0.97

비타민 C제제 0.11 0.09 - 0.10 0.15 0.01 0.05 0.02 0.06 0.04

비타민 D제제 2.93 0.54 0.74 0.89 0.61 0.36 0.60 0.53 0.71 0.88

비타민 E제제 0.05 - 0.02 0.02 0.05 0.04 0.01 0.01 0.05 0.05

비타민 H제제 - - 0.01 0.01 0.01 - - - 0.04 -

비타민 K제제 - - - - - - - - - -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3.04 3.37 4.56 5.69 6.45 9.73 10.55 15.82 14.84 14.48

인삼제제 5.84 6.26 2.26 2.15 1.20 - - - 0.03 -

기타(소매용 의약품) 154.37 207.98 234.06 229.03 266.24 971.75 1305.58 1456.93 1546.83 1800.70

동물유래 

의약품

선추출물 0.00 0.00 0.01 0.01 0.04 0.01 - 0.06 0.07 0.07

간장추출물 0.01 0.01 - 0.04 - 0.51 0.48 0.70 0.56 0.64

담낭추출물 - - - - 0.01 0.12 0.19 0.13 0.15 0.16

췌장추출물 - - - - - 0.07 - - - -

장추출물 - - - - - - - - - -

기타(선⋅기타 기  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25 0.42 1.12 0.63 1.13 2.26 3.28 4.85 3.13 5.86

기타(피부  ) - 0.06 0.02 0.00 0.00 - 0.21 0.07 0.06 0.24

웅담 - - - - - - 0.01 0.01 - -

기타(선과 기타 기 ) - - 0.01 0.03 0.02 - - - 0.00 0.02

헤 린과 그 염 0.01 - 0.03 - 0.01 0.53 0.93 3.24 2.48 4.16

기타(치료용 는 방용으로 

조제한 동물성 물질)
0.72 1.71 2.60 1.02 0.27 11.82 6.78 7.39 6.86 4.72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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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동물의 피(치료용⋅ 방용 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 - - - - 0.16 - - 0.00 0.00

인슐린을함유한것 - - - - - - 0.01 0.00 - -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61 0.32 0.68 - 0.00 0.74 1.18 0.03 1.36 0.96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 - - - - 0.02 0.03 0.03 0.04 0.04

수액선 호르몬 제제 - - - - - - - - - -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 - - - - - - - - -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 - - - - - - - - -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00 - - - 0.39 0.35 0.47 0.40 0.54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 - - - - - - - - -

남성 호르몬제제 - - - - - 0.45 0.19 0.41 0.22 0.03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 - - - - - - - 0.00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11 0.56 2.51 0.10 0.28 0.25 0.24

녹용제제 - - - - - 0.06 0.03 0.06 0.06 0.08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01 - - - 0.00 35.72 41.66 39.98 33.44 39.21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3.43 4.32 4.07 4.20 4.65 11.42 10.18 15.79 14.60 13.69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21.20 25.75 32.45 35.95 32.63 32.02 35.39 32.34 26.24 32.42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 - - - - - - - 3.01

수액선 호르몬 제제 - - - - - - - - - -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 - - - - - - - - 0.43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 - - - 0.01 - - - - -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02 - - - 0.00 0.01 - - - -

남성 호르몬제제 - - - 0.23 - 1.23 2.14 2.16 2.59 3.13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0.00 0.14 0.03 0.04 9.78 13.05 12.57 13.26 11.52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64 3.22 3.69 4.67 2.82 22.43 37.76 37.03 73.99 45.26

녹용제제 - - 0.01 - - 0.00 - - 0.02 0.01

미생물유래

의약품

미생물배양체 5.52 7.04 9.29 10.37 13.56 12.32 13.77 15.09 14.65 15.17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0.08 0.01 0.13 - 0.05 0.25 0.19 0.31 0.06 0.10

해양생물유

래 의약품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63.63 116.67 183.94 266.40 248.05 141.24 235.74 262.33 292.93 338.33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5.52 7.04 9.29 10.37 13.56 12.32 13.77 15.09 14.65 15.17

항암제(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06 0.27 0.11 0.06 0.06 0.30 0.51 0.98 2.24 2.69

기타(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03 0.01 0.15 0.09 0.03 43.67 26.13 16.98 1.83 1.83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13.86 54.96 86.39 92.71 5.42 281.86 248.62 214.48 139.39 156.55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3.77 3.70 4.98 4.91 6.71 3.05 3.09 1.85 2.58 2.30

기타(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6.76 8.60 7.33 7.98 9.88 81.07 95.46 94.29 106.87 127.97

기타(소매용 의약품) 154.37 207.98 234.06 229.03 266.24 971.75 1305.58 1456.93 1546.83 1800.70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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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식물유래 

의약품

항암제(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72 -0.93 - - -0.66 수입특화 완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1.00 -0.99 - - - 수입특화

비타민 제제(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08 0.45 0.33 0.26 -0.59 수입특화 환

인삼제제(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51 0.28 0.33 0.04 - 수출특화 완화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91 -0.64 -0.43 -0.20 -0.93 수입특화 강화

항암제(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93 -0.98 -0.98 -0.99 -0.99 수입특화

니코틴제제 -0.95 - - - - 수입특화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26 -0.48 - - - 수입특화 강화

기타(알칼로이드 는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98 -0.96 -0.98 -0.96 -0.98 수입특화

비타민 A제제 -0.84 -0.74 -0.94 -0.75 -0.64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B1제제 -0.97 -0.97 -1.00 -0.83 - 수입특화 완화

기타(비타민 B제제) -0.77 -0.73 -0.67 -0.35 -0.23 수입특화 완화

비타민 C제제 0.81 0.27 - 0.24 0.54 수출특화 강화

비타민 D제제 0.78 -0.05 0.17 0.11 -0.18 수입특화 환

비타민 E제제 0.06 - 0.21 -0.51 -0.05 수입특화 환

비타민 H제제 - - - -0.67 - 수입특화

기타(비타민 는 비타민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52 -0.52 -0.55 -0.45 -0.38 수입특화 완화

인삼제제 - - - 0.98 - 수출특화

기타(소매용 의약품) -0.73 -0.73 -0.72 -0.74 -0.74 수입특화

동물유래 

의약품

선추출물 -0.71 - -0.81 -0.86 -0.31 수입특화 완화

간장추출물 -0.98 -0.97 - -0.87 - 수입특화

담낭추출물 - - - - -0.91 수입특화

기타(선⋅기타 기  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80 -0.77 -0.63 -0.67 -0.68 수입특화

기타(피부  ) - -0.58 -0.59 -0.97 -0.97 수입특화 강화

기타(선과 기타 기 ) - - - 0.93 -0.03 수입특화 환

헤 린과 그 염 -0.97 - -0.98 - -1.00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항암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잔장  담낭 추출물, 동물의 피부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로는 인삼제제, 부신

수질 호르몬제, 항결핵제, 구충제 등이 나타남

   - 수입 특화 분야 : 항암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잔장  담낭 추출물, 동물의 피부 

  등

   - 수출 특화 분야 : 인삼제제, 부신수질 호르몬제, 항결핵제, 구충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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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기타(치료용 는 방용으로 

조제한 동물성 물질)
-0.89 -0.60 -0.48 -0.74 -0.89 수입특화 강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10 -0.57 0.91 - -1.00 수입특화 환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 -0.99 - - -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 - - -0.37 0.40 수출특화 환

인슐린을 함유한 것(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1.00 - - - -1.00 수입특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그들의 유도체 

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

-0.54 -0.40 -0.59 -0.55 -0.49 수입특화

뇌하수체 엽 호르몬제제 -0.20 -0.16 0.00 0.16 0.00 수출특화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45 - - - - 수출특화

남성 호르몬제제 - - - -0.83 - 수입특화

난포  황체 호르몬제제 - -1.00 -0.98 -1.00 -0.99 수입특화

기타(호르몬 는 호르몬의 

기타 물품을 함유한 것)
-0.86 -0.84 -0.82 -0.88 -0.88 수입특화

미생물 유래 

의약품

미생물배양체 -0.38 -0.32 -0.24 -0.17 -0.06 수입특화 완화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0.53 -0.86 -0.42 - -0.28 수입특화 완화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백신(인체의약용의 것에 

한한다)
-0.38 -0.34 -0.18 -0.05 -0.15 수입특화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0.38 -0.32 -0.24 -0.17 -0.06 수입특화 완화

항암제(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69 -0.32 -0.80 -0.95 -0.96 수입특화 강화

기타(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1.00 -1.00 -0.98 -0.91 -0.97 수입특화

기타(소매용을 제외한 의약품) -0.91 -0.64 -0.43 -0.20 -0.93 수입특화 강화

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11 0.09 0.46 0.31 0.49 수출특화

기타(항결핵제∙구충제  

항암제)
-0.85 -0.83 -0.86 -0.86 -0.86 수입특화

기타(소매용 의약품) -0.73 -0.73 -0.72 -0.74 -0.74 수입특화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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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천연물의약품 분야 포지션맵 작성 

[천연물의약품 분야 포지션맵]

 ○ 천연물의약품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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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식물유래 의약품

식물기원  종 확인 기술

타겟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동물유래 의약품

단백질 동정 확인 기술

타겟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동물 유래 통증염증치료제 제조기술

인태반 유래 의약품 련 안  리 기술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hormone, beta, increase, yeast, skin, subunit, C35, glycoprotein, marker, PRRSVviral, encodes, additionplant, 

plants, transgenic

CR_2
SEQ, nucleotide, active, process, modified, heterologous, virus, RNAheterologous, directed, encoded, 

expressed, immune promoter, transcription, site

CR_3

glycoprotein, neutral, stability, required, Glycosylation, manufacture, enzymes, sHASEGP fusion, molecule, 

antibody, peptide, production peptides, purified, Detectiontaste, T1R3, modulatory, cross, Papillomavirus, 

SHINC, optically, PspC, starch, PTP1B, position, efficiency, cardiac, cytotoxin, ester, OMP106, VEGF2, 

predetermined, milk, polymer, silencing, LPS, living kinase, activation, derivatives, mammal group, 

consisting, selected

CR_4
virus, vaccine, preparation, peptides, antigen, promoter, sample, plantsynthesis, aspect, reaction, analogs, 

optionally, complementary, oligonucleotide

CR_5 antigen, membrane, biological, chimeric, groupchain, portion, surface

CR_6
gene, disclosed, compositions, one, DNAcell, host, human, relatessample, subject, animal, associated, tumor, 

effectivetumor, agonists, inhibitors, identified

CR_7
DNA, detecting, polynucleotide, fusion, usefulfragments, encode, viralVEGF, generation, synthase, cancers, 

channel, liver, materials, hepcidin, prognosis, transformant, cytokines

CR_8

GLP, constitutively, furin, proinsulin, TGF, pro, Arginine, histone, choline, amyloidogenic, naip, hOAT, 

linear, CRCGCL, apparatus, Poly hydroxyalkanoate, transporter, leukocyte, Glucagon predetermined, protein 

aceous, attached, extract, transport, statespolypeptide, protein, methods, acid, receptor

CR_9

skin, cosmetic, substance, represents receptors, member, discloses, kinase, soluble, complex, bacterial 

protease, substrate, natural, homology, cleavage, HIV, inhibitory, forms, test, pathway fluorescent, green, 

folding, improving, exogenous, hepatitis, codon, fatty, lysine, proteolytic, Fc, muscle, VEGF, prophylaxis

CR_10
acid, nucleic, sequence, comprising, poly peptides, genehuman, antibodies, producing, MN, neoplastic, 

vertebrate, organic, location, hormone, succinogenes, inclusion, tyrosine, SBP, taste, Eimeria

CR_11 complex, part, function, component, structure, controlportion, epitope, two

CR_12
ligand, proliferation, receptors, interferon, post, synthesis, therapychimeric, fused, first, fragmentsbiological, 

anti, chaineffective, amount, administering

CR_13 receptor, growth, insulin, SEQ, ligand, MNdisease, cancer, include

CR_14 active, agent, fragmentpost, modifications, cDNA, protease, infectious, stress, chemical, bone, residue

CR_15 living, probe, labeled, environment, biosensors, rho

CR_16 inhibited, indicated, blocks, studies, White

CR_17 modified, form, functional, specific

CR_18 RNA, utilizing, assays, antagonists, levels

CR_19 therapy, preventing, glucose, syndrome, bile

CR_20 levels, treat, techniques

CR_21 compounds, disorders, agents, type

[요소기술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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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미생물유래 의약품

미생물기원  종 확인 기술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미생물 유래 고효율 효소 생산기술 개발

미생물 유래 발효 기술 개발

미생물 유래 항생항암제 련 생산 기술 개발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기원  종 확인 기술

타겟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해양어류 유래 의약품의 량생산  합성 기반기술 개발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식물유래 

의약품

식물기원  종 확인 기술 18% - - 18%
타겟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 - - -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 - - -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18% - - 18%

동물유래 

의약품

단백질 동정 확인 기술 - - - -
타겟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 - - -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 - - -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 - - -
동물 유래 통증염증치료제 제조기술 - - - -
인태반 유래 의약품 련 안  리 기술 - - - -

미생물유

래 의약품

미생물기원   종 확인 기술 18% 9% - 18%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 - - -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18% - - 18%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 - - -
미생물 유래 고효율 효소 생산기술 개발 9% - - 9%
미생물 유래 발효 기술 개발 28% - - 18%
미생물 유래 항생항암제 련 생산 기술 개발 9% - - 9%

해양생물

유래 의약

품

기원  종 확인 기술 - - - -
타겟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 - - -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9% - - 9%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 - - -
해양어류 유래 의약품의 량생산  합성 기반기술 개발 - - - -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1기업의 결과 임.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078 -

 ○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서 ‘미생물 기원  종 확인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18%가 보유하고 있으며, 18%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식물 기원  종 확인 기술’은 보유 기술(18%), 소기업형 기술(18%)라고 

응답하 으며, ‘미생물 유래 발효 기술 개발’은 보유 기술(28%), 소기업형 기술

(18%)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 기술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동물 유래 의약품 분야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

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천연물 의약품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생물농약, 의약품, 아스피라건, 인공수정체 즈, 해열제, 생악약품원료, 신약후보물질, 화장품

원료, 주름 리제품, 충치제거제, 합성유 자, 고순도 화장품 원료, 나노신소재, 화합물, 미백

리제품, 생물의약소재

해외 기업
JRoche, Wyeth,  Abbott, Novartis,  Eli Lilly, BMS,  Pflzer , Affinium  Pharmaceuticals, Inc.Meta 

Cosmetics,  LLCPola chemacal Industres, INC

국내 기업

기업 SK 미컬, 아모 퍼시픽, 더페이스샵, LG생활건강, 동아제약, LG 생명과학, 녹십자, 웅제약

소기업

청산들, 림, 네오팜, 큐 소, 슈넬 생명과학, 그린텍이십일, 제신약품, 일성신약, 한스바이오, 

카이로드, 평, 루시드코리아, 신화제약, 듀링겐코리아, 리드제넥스, 리포코스텍, 메디웨이코

리아, 포유덴트, 제노텍

 ○ 천연물 의약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

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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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천연물 의약품 단 의 제품을 기업  소기업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기  화학물질, 원재료라고 응답한 기업이 18%

인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에 매하는 비 을 100%라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기업의 18%인 것으로 

조사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천연물 의약품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원료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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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신규유래 의약품

식물기원  종 확인 기술 특

식물유래 화합물질을 이용한 장 계질환 치료제의 개발기술

해열작용 천연물신약 개발기술

천연물유래 항염증 의약품 개발기술

동물유래 의약품

단백질 동정 확인 기술 특

동물 유래 통증염증치료제 제조기술 특

인태반 유래 의약품 련 안  리 기술 특

미생물유래 

의약품

미생물기원  종 확인 기술 특

미생물 유래 고효율 효소 생산기술 개발 특

미생물 유래 발효 기술 개발 특

미생물 유래 항생항암제 련 생산 기술 개발 특

미생물 사물질 유래 면역조 제 개발기술

해양생물유래 

의약품

기원  종 확인 기술 특

해양어류 유래 의약품의 량생산  합성 기반기술 개발 특

기타

타겟 질환별  동물모델 수립기술

최  치료 효능을 한 소재 개발기술

최 무독성용량 확인을 한 안 성확인기술

천연물 추출 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식물, 동물, 해양, 미생물 분야의 기원  종 확인 등의 기 기술은 제품화 과정 

에 당연하게 생되는 기술요소로써 별도 과제는 불필요하다고 단됨. 의약품 

개발을 한 소기업청 지원이라는 에서 범용 으로 용하는 기 기술 부분은 

제외하고, 질환과 연계된 의약품 개발 요소기술로 정비함. 단, 기타 부분의 인 라

부분에 해당하는 타켓질환을 설정되어야 치료효능, 동물모델, 추출기술등은 포함하

되 선정평가를 통해 핵심기술을 선정하도록 조정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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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식물유래 의약품

식물유래 화합물질을 이용한 장 계질환 치료제의 개발기술

해열작용 천연물신약 개발기술

천연물유래 항염증 의약품 개발기술

동물유래 의약품 인태반 유래 의약품 련 안  리 기술

미생물유래 의약품
미생물 유래 발효 기술 개발

미생물 사물질 유래 면역조 제 개발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식물유래 
의약품

식물유래 화합물질을 
이용한 장 계질환 
치료제의 개발기술

약효지속화 
GAPC확보/CM

C/제형 연구
약리 검증, 
임상, 독성

임상 
1상/기술이

제품 상용화

해열작용 천연물신약 
개발기술

표 지향화 
기술

GAPC확보/CM
C/제형 연구

약리 검증, 
임상, 독성

임상 
1상/기술이

제품 상용화

천연물유래 항염증 
의약품 개발기술

신규 응증 
개발

GAPC확보/CM
C/제형 연구

약리 검증, 
임상, 독성

임상 
1상/기술이

제품 상용화

동물유래 
의약품

인태반 유래 의약품 련 
안  리 기술

신규 응증 
개발

시험법 
발굴/임상시료v

alidation
임상

임상 
1상/기술이

제품 상용화

미생물유래
의약품

미생물 유래 발효 기술 
개발

약효상승효과/
환자편익개선

발효기술 최 화 
기술 발굴

표 화 
완성/특허확보/

기술이 /
제품 상용화

미생물 사물질 유래 
면역조 제 개발기술

약효상승효과/
환자편익개선

후보물질 
확보/임상시료v

alidation

임상, 안정성 
검증

임상 
1상/기술이

제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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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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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화장품 소재

1. 개요

 

가. 정의

 ○ 화장품소재는 화장품의 개발  제조에 활용되는 소재를 말하며, 일반 화장품에 

비해 생리활성이 강조된 화장품 는 기능이 강조된 기능성 화장품 소재에 한 

심이 제고 되고 있음.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2000년 화장품법을 통해서 제도화됨

으로서 기능성 화장품 소재에 한 연구개발이 확 되고 있음.

 ○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청 고시 ‘화장품 원료지정에 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화장품원료 기 (장원기),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식품공   식품

첨가물공 (천연첨가물)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로 정하고 있음. 

 ○ 이  바이오화장품소재는 화장품의 기존 화학 성분을 체 가능하거나 우수한 기

능성을 보이는 바이오소재를 의미함

 

나. 범

 ○ (제품 분류 ) 화장품소재는 일반 인 화장품 용도로서의 화장품 소재  인

체에 특수한 기능을 부가해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소재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 화장품 범   분류

 ○ 어린이용 제품류

   - 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기타 어린이용 제품류

 ○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오일, 정, 염류, 목욕용 캅셀, 바블디스, 바디클 져, 기타 목용용 제품류

 

 ○ 화장용 제품류

   - 아이 라우, 아이라이 , 아이 도, 마스카라,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기타  화장

품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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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용 제품류

   -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기타 방향용 제품류

 

 ○ 염료용 제품류

   - 헤어틴트, 헤어칼라스 이, 기타 염모  제품류

 ○ 메이크업 제품류

   - 볼연지, 페이스 우다, 운데이션, 메이크업 제품류

 

 ○ 메니큐어용 제품류

   -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 네일크림  네일로

션, 네일폴리시 리무버  네일에나멜 리무버, 기타 매니큐어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

   - 에 터세이 로션  남성용 탈쿰, 수염 유연제, 리세이 로션, 세이빙크림, 기

타 면도  제품류

 

 ○ 기 화장용 제품류

   - 유연화장수, 마사지크림, 양화장수, 수렴화장수, 양오일, 우더, 세안용화장품, 

바디화장품, 팩, 아이크림, 기타 기 화장용 제품류

□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범   분류

구분 제품 소재

피부미백용 화장품 소재

기미·주근깨 완화 제품

효소활성억제 소재

멜라노좀 생성 조  소재

멜라노좀 이억제 소재

유 자조 물질

Brighting 제품 제품

박피 소재

검버섯 완화 소재

여드름 완화 소재

항노화 화장품소재

주름생성 방제품
효소활성 억제 소재

ROS 생성억제 소재 

주름완화 제품

보습  피부장벽강화 소재

항염증 소재

피부면역강화 소재

치유  항노화 제품

호르몬 수용체작용 소재

생체 항상성 유지 소재

신개념 항노화 소재

자외선차단 화장품 소재

고지속성 자외선 차단 제품
Water-proof 련 소재

표면처리 소재

자극성 자외선 차단 제품
자외선 자극 완화 소재

자극 자외선 차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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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바이오화장품 소재는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에 한 원료에 

해당하는 소재와 이를 제조, 가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2. 기술(특허) 분석53)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929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

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39.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53)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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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08 화장품 는 유사화장품제재    607

A61K-007 의약용, 치과용 는 화장용제제 240

A61K-031 유기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제재    223

A61K-038 펩티드를 함유하는 의약품제제  214

G01N-033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150

C12N-015
돌연변이 는유 공학;유 자공학과 련된DNA 는RNA,벡터, . 라스미드 는그것의분

리,조제,정제;그것을 한숙주의이용
134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V. Nutricia, GENENTECH, INC., TOYOBO CO.,LTD 

등이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N.V. Nutricia 0 15 GENENTECH, INC. 7 5
TOYOBO  

CO.,LTD.
23 0

2

The  Institutes for 

Pharmaceutical 

Discovery, LLC

1 9
MYRIAD  

GENETICS, INC.
6 4

 NIPPON 

SHINYAKU 

CO.,LTD

11 0

3

Novartis  

AG|Novartis 

Pharma GmbH

0 9
Sanofi-Aventis  

Deutschland GmbH
1 8 loreal 2 5

4

Cognis  IP 

Management 

GmbH

3 6

Sterrenbeld  

Biotechnologie 

North America, Inc.

0 8

Katakura 

Chikkarin Co., 

Ltd.

6 0

5
Kaneka  

Corporation
4 4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6 2

Nippon Menard 

Cosmetic Co.,  

Ltd

6 0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2) 국내동향

 ○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8년 118건을 기 으

로 ‘09년 101건을 기록하여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 ’11년에는 4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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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K-008 화장품 는 유사 화장품 제제 424

A61K-007 의약용, 치과용 는 화장용 제제 157

A61K-036
조류, 지의류, 균류 혹은 식물 는 그 유사체로 부터의 물질을 함유하는 구

조 미지의 의약품제제 
37

A61K-031 유기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제제 32

A61K-035 구조를알수없는물질 는반응생성물을함유하는의약품제제 18

A61K-009 특별한  물리  형태에 의하여 특징 지어지는 의약품 제제 8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기업 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기업

에서는 코스맥스(주)가 8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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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 코스맥스 주식회사 8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41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 한불화장품주식회사 6 (주)아모 퍼시픽 30

3 부경 학교 산학 력단 4 한국화장품주식회사 6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27

4 인하 학교 산학 력단 4 한국콜마 주식회사 5 애경산업㈜ 6

5 주식회사 태평양 6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의 구성요소  세계 기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

요소는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특허의 질  수 은 세계 

비 낮은 수 인 것으로 악됨

 ○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모두는 1 후의 활동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 의 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기능성화장품 소재 1.29 377.90 0.89 - - 0.93 

항산화 소재 0.66 171.40 1.01 0.92 7.33 1.01 

미백소재 1.14 113.58 1.30 - - 0.93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미백소재, 항산화 소재가 

각각 1.02, 0.92로 분석되었으며, 패 리 특허수는 항산화 소재가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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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가지 구성요소  기능성 

화장품이(438.82)이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기능성화장품 3,195 0.76 438.82

항산화 소재 3,424 0.92 269.97

미백소재 1,457 1.02 156.00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기능성화장품 - 1.04 0.76 438.82

항산화 소재 0.04 1.00 0.92 269.97

미백소재 -　 0.71 1.02 156.00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통해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기능성화장품이 2.98, 항산화 소재 2.92, 미백소재 1.90 순으로 나타났으

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 수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련 인 라  

기술 수 이 취약한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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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기능성화장품 1 4 2.2 5 2 3.5 2.98

항산화 소재 2 4 2.8 4 2 3.0 2.92

미백소재 1 1 1.0 2 3 2.5 1.90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기능성화장품 소재의 활성화 

 → 시장 니즈 1 : 다  기능성 화장품의 확

 ○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제를 각각 따로 바르는 시간을 약하고 색조화장품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  기능성 화장품에 한 수요가 증  되고 있음.54) 

 ○ 다 기능성 화장품 제품의 형태는 액, 로션, 크림에 치 했던 제품들의 제형도 다

양화 되어 최근에는 마스크 팩, 팩트, 립밤 등의 새로운 형태의 제품도 기능성화장

품으로 출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새로운 소재 개발 필요성 확

□ 코슈메슈티컬 화장품의 등장

 → 시장 니즈 2 : 코슈메슈티컬 소재의 개발

 ○ 최근 소비자들은 유명 랜드보다 제품력을 요시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성분과 그에 따른 효과, 피부 안 성 등을 우선해 화장품을 고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코슈메슈티컬 화장품의 세정과 미용의 목 이외에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

품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화가 되어가고 있음. 

   - cosmeceuticals = (화장품)cosmetics + (의약품)pharmaceutical

54) 식약청 허가 황을 보면 ‘01년 자외선차단기능 53%, 미백기능 30%에서  ’09년에는 미백 20.2%, 주름개선 27.5%, 자외선차단 

27.8%, 다 기능성 24.5%으로 다 기능성 제품의 인허가가 속도로 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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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세포를 응용한 제품개발 등 

□ 웰빙(well-being)  웰에이징(well-ageing)의 개념이 확

 → 시장 니즈 3 : 천연물 유래소재, 유기농 소재 수요 확

 ○ 최근 화장품 성분 연구가 기존 화합물에 이어 민간요법이나 통의학에 기반을 둔 

천연식물 추출물로 확산되고 있다. 주름개선 분야를 로 들자면, 천연식물 추출물

로는 인삼, 목단피, 녹차, 빈랑자, 감태, 돌외, 동물 기세포, 식물 기세포 추출액, 

해양식물 추출물  두구 추출물 등이 있음

 ○ 국내 화장품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80%이상에 달하고 있으므로 있고 해외수출기반

이 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 

□ 이 뷰티 트랜드 개념 확 (건강한 신체의 일부로서 피부의 아름다움을 가꾼다

는 개념 확 )

 → 시장 니즈 4 : 새로운 먹는 화장품 소재 개발

 ○ ‘먹는 화장품’은 히알우론산, 콜라겐 등 피부에 좋은 다양한 성분을 피부 속으로 흡

수시켜 피부 체질 자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제품으로, 일본의 경우 시장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2009년 CJ뉴트라 ‘이 비’, LG생활건강 ‘스킨포

뮬라’, 아모 퍼시픽의 뷰티푸드 랜드 ‘V=B 로그램’ 등 먹는 화장품의 출시가 잇

따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추산하는 올해 먹는 화장품 시장은 1조원에 이름

요인 Needs

- 기능성화장품 소재 활성화

- 코슈매슈티컬 화장품 등장

- 웰빙  웰에이징 개념 확

- 이 뷰티 트랜드 개념 확

⇒

- 다 기능성 소재개발 필요

- 코슈메스티컬 소재 개발

- 천연물 유래, 유기농 소재 수요 확

- 새로운 먹는 화장품 소재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바이오 자원의 세계시장에는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바이오에

지  자원, 생물농업  해양, 생물공정  측정 시스템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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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화장품은 피부친화  생체물질을 함유해 피부질환 완화 등의 기능성을 강화 

한 것으로, 최근에는 ‘먹는 화장품’까지 등장하고 있음

   - 화장품업계는 생화학과 의학 부문의 융합기술을 이용한 바이오화장품을 지속 으

로 상용화 하는 추세임

 ○ 항노화 제품 보고서에 수록된 외모 유지용 화장품 시장에 따르면 2009년 약 37억 

달러에서 2014년 약 60억 달러로 연평균(CAGR) 10.4% 성장이 상되고 있으며, 

피부 친화 인 바이오화장품이 성장함에 따라 항노화 화장품 시장의 상당 부분을 

체할 것으로 기 됨

※ 자료 : Freedonia Focus, 2009.9. Freedonia Focus on Anti-Aging Products to 2013

[항노화 제품(외모) 시장 망 ]

 ○ 종래의 화장품 시장은 기능성 화장품 심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기능성 화

장품의 연구개발 방향은 바이오 화장품 소재를 통한 제품 개발 방향으로 환되는 

추세임

 ○ 과거에는 약사법의 범  내에서 효과 있는 제품의 개발과 매가 어려웠으나, 

2000년 7월 화장품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2001년 40여 업

체, 500여 품목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250여 업체, 6000여 품목이 심사를 받

아 업체 수와 품목 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 원료로 주로 사용하는 핵심성분( 티놀, 비타민C, 알부틴, 스핑고리피드 등)

들은 빛 온도 공기 등에 매우 불안정한 분자구조를 갖고 있어 제품화했을 때 효능

부분에서 불안정성을 갖는 등 기능성화장품의 기술  발 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한 인체 친화 인 바이오 원료 안정화 기술에 한 연

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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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년간 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한 바이오화장품에 한 향후 발 방향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이며 재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제 3가지로 한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이오 화장품 역은 더욱더 확 될 망임

(2) 무역 황 분석

□ 바이오 화장품 소재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5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바이오 화장품 소재 무역부분 품목 코드]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기능성 화장품소재 기능성 화장품소재 주 인 의미로서 범 하여 HS체계상품목 분류불가 품목분류 불가

항산화 소재 기타(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2.19-9099

미백소재

감 의 것(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2.12-0000

기타(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2.19-9099

기타( 리코시드) 2938.90-9000

 ○ 기능성 화장품소재의 경우 HS 코드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식물성 수액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3 Mil$), 수입

(71.1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것

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항산화 소재 기타(식물성 수액과 엑스) 5.48 5.57 5.77 5.35 5.25 47.00 58.36 59.04 63.82 71.12

미백 소재

감 의 것(식물성 수액과 엑스) 0.12 0.33 0.46 0.39 0.47 1.42 1.48 1.32 1.56 1.94

기타(식물성 수액과 엑스) 5.48 5.57 5.77 5.35 5.25 47.00 58.36 59.04 63.82 71.12

기타( 리코시드) 0.71 0.37 0.09 0.10 0.36 5.00 5.83 6.83 6.25 7.94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항산화 소재, 미백소재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

화 분야는 조사되지 않음

   - 수입 특화 분야 : 항산화 소재, 미백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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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항산화 소재 기타(식물성 수액과 엑스) -0.79 -0.83 -0.82 -0.85 -0.86 수입특화

미백 소재

감 의 것(식물성 수액과 엑스) -0.84 -0.64 -0.48 -0.60 -0.61 수입특화 강화

기타(식물성 수액과 엑스) -0.79 -0.83 -0.82 -0.85 -0.86 수입특화

기타( 리코시드) -0.75 -0.88 -0.98 -0.97 -0.91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 포지션맵 작성

[바이오 화장품 소재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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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hormone, beta, increase, yeast, skin, subunit, C35, glycoprotein, marker, PRRSV, viral, encodes, 

addition, plant, plants, transgenic

CR_2
SEQ, nucleotide, active, process, modified, heterologous, virus, RNA, heterologous, directed, 

encoded, expressed, immune, promoter, transcription, site

CR_3

glycoprotein, neutral, stability, required, Glycosylation, manufacture, enzymes, sHASEGP, fusion, 

molecule, antibody, peptide, production, peptides, purified, Detection, taste, T1R3, modulatory, 

cross, Papilloma, virus, SHINC, optically, PspC, starch, PTP1B, position, efficiency, cardiac, 

cytotoxin, ester, OMP106, VEGF2, predetermined, milk, polymer, silencing, LPS, living, kinase, 

activation, derivatives, mammal, group, consisting, selected

CR_4
virus, vaccine, preparation, peptides, antigen, promoter, sample, plant, synthesis, aspect, reaction, 

analogs, optionally, complementary, oligo, nucleotide

CR_5 antigen, membrane, biological, chimeric, group, chain, portion, surface

CR_6
gene, disclosed, compositions, one, DNA, cell, host, human, relates, sample, subject, animal, 

associated, tumor, effective, tumor, agonists, inhibitors, identified

CR_7
DNA, detecting, polynucleotide, fusion, useful, fragments, encode, viralVEGF, generation, 

synthase, cancers, channel, liver, materials, hepcidin, prognosis, transform, ant, cytokines

CR_8

GLP, constitutively, furin, proinsulin, TGF, pro, Arginine, histone, choline, amyloidogenic, naip, 

hOAT, linear, CRCGCL, apparatus, Polyhydroxyalkanoate, transporter, leukocyte, 

Glucagonpredetermined, proteinaceous, attached, extract, transport, statespolypeptide, protein, 

methods, acid, receptor

CR_9

skin, cosmetic, substance, representsreceptors, member, discloses, kinase, soluble, complex, 

bacterialprotease, substrate, natural, homology, cleavage, HIV, inhibitory, forms, test, 

pathwayfluorescent, green, folding, improving, exogenous, hepatitis, codon, fatty, lysine, 

proteolytic, Fc, muscle, VEGF, prophylaxis

CR_10

acid, nucleic, sequence, comprising, poly peptides, gene human, antibodies, producing MN, 

neoplastic, vertebrate, organic, location, hormone, succino genes, inclusion, tyrosine, SBP, taste, 

Eimeria

CR_11 complex, part, function, component, structure, control, portion, epitope, two

CR_12
ligand, proliferation, receptors, interferon, post, synthesis, therapy, chimeric, fused, first, 

fragments, biological, anti, chain, effective, amount, administering

CR_13 receptor, growth, insulin, SEQ, ligand, MN disease, cancer, include

CR_14
active, agent, fragment post, modifications, cDNA, protease, infectious, stress, chemical, bone, 

residue

CR_15 living, probe, labeled, environment, bio sensors, rho

CR_16 inhibited, indicated, blocks, studies, White

CR_17 modified, form, functional, specific

CR_18 RNA, utilizing, assays, antagonists, levels

CR_19 therapy, preventing, glucose, syndrome, bile

CR_20 levels, treat, techniques

CR_21 compounds, disorders, agents, type

 ○ 바이오 화장품 소재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

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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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기능성 화장품소재

피부 투과 기능성 제제개발

Yeast 세포를 이용한 glycoprotein 생산기술 

이종단백질 발  기술 

항산화 소재
고기능성 펩타이드 개발

유 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단백질 합성 기술 개발

미백소재

효소 해제를 이용한 미백 소재 개발

피부 보호  미백효과용 유효성분-고분자 복합제제 개발

Tyrosinase 해효과를 지니는 미백 생리활성 물질 개발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기능성 

화장품소재

피부 투과 기능성 제제개발 36% 9% - 45%

Yeast 세포를 이용한 glycoprotein 생산기술 27% - 9% 27%

이종단백질 발  기술 27% 9% - 18%

항산화 소재
고기능성 펩타이드 개발 9% - - 18%

유 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단백질 합성 기술 개발 - - - -

미백소재

효소 해제를 이용한 미백 소재 개발 27% - - 27%

피부 보호  미백효과용 유효성분-고분자 복합제제 개발 36% - - 45%

Tyrosinase 해효과를 지니는 미백 생리활성 물질 개발 9% 9% - 9%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1기업의 결과 임.

 ○ 바이오화장품 소재 분야에서 ‘피부 투과 기능성 제제개발’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

데 36%가 보유하고 있으며, 36%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피부 보호  미백효과용 유효성분-고분자 복합제제 개발’은 보유 기술(36%), 

소기업형 기술(45%)라고 응답하 으며, ‘Yeast 세포를 이용한 glycoprotein 생산기

술 ’은 보유 기술(27%), 소기업형 기술(27%)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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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기능성 단백질 합성기술 개발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항산화 소재의 일부 기술들은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바이오화장품 소재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한방화장품, 기능성 스킨로션, 생악 약품원료, 화장품 원료, 주름 리제품, 화장품, 클 징제품, 스
피루리나 미용제품, 고순도 화장품원료, 화합물, 미백 리제품, 안정제, 모발 양제

해외 기업
로 알, atium, ichimaru maruzen, N.V. Nutricia, Novartis  AG|Novartis Pharma GmbH, Kaneka  
Corporation, GENENTECH, INC., MYRIAD  GENETICS, INC., TOYOBO  CO.,LTD,  NIPPON 
SHINYAKU CO.,LTD, Katakura Chikkarin Co., Ltd., Nippon Menard Cosmetic Co.,  Ltd

국내 기업

기업
한국콜마, SK 미컬스, 더페이스 샵, 아모 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동아제약, LG 생활건강,코
리아나 화장품, 애경산업, 태평양

소기업
코스엑스, 앤드라니, 태극제약, 그린텍이십일, 선바이오텍, 엔 앤비, 듀링겐코리아, 리포코스텍, 메
디웨이코리아, 해피코스, 모신바이오텍, 사임당화장품, 에스엔비, 이에스바이오텍, 코스맥스, 한불
화장품, 한국화장품, 한국콜마

 ○ 바이오화장품 소재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 이상의 소기업

이 공  사슬상 1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098 -

 ○ 소기업들은 단 부품과 완제품 단 의 제품을 기업류의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매처와의 거래품목을 살펴보면, 클 징제품, 한방화장품등의 완제품과 화장품원

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바이오화장품 소재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화장품원료  완제품을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

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기능성 화장품 소재

피부 투과 기능성 제제개발 특

Yeast세포를 이용한 glycoprotein생산기술 특

이종단백질발 기술 특

항산화 소재
항산화기능성 펩타이드 생산기술 개발

유 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단백질 합성 기술 개발 특

미백 소재

미백 기능성 소재 안정화 기술

피부 보호  미백효과용 유효성분-고분자 복합제제 개발 특

Tyrosinase 해효과를 지니는 미백 생리활성 물질 개발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신규 기능성 소재의 개발, 천연소재의 개발, 바이오첨단기술 목을 통한 소재 개

발이 요하게 단되며, 기능성 성분에 한 법 인 분류체계인, 미백, 항노화 등

의 체계를 기 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함. 한, 기존 소재의 생산성 향상, 기

존 소재의 안정화 등을 통한 기술  확장 부분에 한 요소기술 내용이 포함되도

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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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기능성 화장품 소재 피부 투과 기능성 제제개발

항산화 소재 항산화기능성 펩타이드 생산기술 개발

미백 소재
미백 기능성 소재 안정화 기술

Tyrosinase 해효과를 지니는 미백 생리활성 물질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기능성 

화장품 소재

피부 투과 기능성 

제제개발

효능물질

피부침투

기술 

피부침투력 

검증/독성 

테스트

제형 

안정화/시제품 

제작

피부침투력 

향상 기술 개발

항산화 소재
항산화기능성 펩타이드 

생산기술 개발

기능성

펩타이드 

발굴  생산 

기능성 

펩타이드 선발, 

효능 검증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제품 싱용화

미백 소재

미백 기능성 소재 안정화 

기술

미백소재

효능 

향상/안정화

효능검증/독성

테스트
제형 안정화 제품 싱용화

Tyrosinase 해효과를 

지니는 미백 생리활성 

물질 개발

무독성, 효소 

특이  억제 

물질

후보물질 

선발/효능검증

독성테스트/제

형안정화
제품 상용화 제품 싱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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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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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생체유래소재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의료용 생체유래소재의 정의 

 ○ 의료용 생체유래소재의 정의는 “살아 있는 생체조직에 직  하는 재료의 총

칭”으로서, 신체 각 부 가 불가역 으로 질병이나 손상을 입을 경우 체 시술에 

이용되는 것이다. 생체조직이란 신체 내 모든 장기  피부 등 외부와 을 하

는 부 , 액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본 조건으로 생체 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 등과 하 을 때 거

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 존재하는 동안 목

표한 기능을 완 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특성)을 갖추어야 함. 표 인 생체

기능성으로는 화학  안정성, 당한 기계  강도, 당한 피로강도, 합한 모양

으로 설계가능, 가공성이 용이, 멸균 는 소독가능 등이다. 

   - 생체재료는 크게 속, 세라믹, 폴리머로 구분할 수 있음. 

□ 의료용 생체유래소재의 정의

 ○ 생체유래 소재는 의료용 재료로 사용되는 생체재료(Biomaterial)  인공재료가 아

닌 천연재료를 활용하는 생체 합성 소재로, 미생물, 동물 등 생체로부터 유래되는 

당, 단백질  이들의 조성물임.

   - 의용재료란 의약품을 제외한 인공, 천연 는 그것들의 복합재료로서 인체 내에서 

단기 는 장기간 동안 인체의 조직이나 기 의 기능을 치료, 보강, 치 는 회

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재료임.55) 

 ○ 생체유래소재는 생체에 직  하는 생체소재 재료라는 의미로, 생물학 시스템

과의 상호작용을 목 으로 한 의료기기  인공장기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인체 

기능을 회복, 보강하는데 사용되거나 의료용 기구에의 용을 통해 생체 합성을 

향상시키는 물질임.

55) 의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용생체재료의 연구 동향  망, 정구인·김지선·최주 · 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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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재료의 필요성

 ○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기이식 는 조직이식을 받아야 하는 생존 가능한 환자에 

비하여 이식 가능한  공여 장기는 으로 부족하여 인공장기 수요 증.

[우리나라 장기이식 기자 수 황]

(단  : 명)

기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소계 계

2007 6,695 2,108 257 99 28 9,18

208 7,641 2,596 314 127 31 10,709

2009. 10월 8,522 3,159 392 1472 25 12,235

 ※ 자료 : 국립장기이식 리센터

   - 2010년 국내에서 유통된 인체조직 총 258,069개56)로 년에 비하여 1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57)

   - 국내 유통 인 인체조직은 부분 와 피부조직이 92%를 차지함.

 ○ 속은 뛰어난 압축, 인장 강도  괴 인성으로 인하여 체   응력 부하 부

에 합하나, 채액 내에서 부식으로 인한 독성 속이온을 방출하는 부작용과 

Stress shielding 효과58)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소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범

 ○ (제품 분류 ) 생체유래 소재는 살아있는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을 신하는 물

질  인공재료 외의 생체(미생물, 동물)에서 유래되는 천연 소재로, 생체조직 

체제(치과용 재료 등), 조직공학을 한 지지체, 생체재료의 표면개질 소재, 생체조

직 보조제( 착제, 합사 등)를 포함하며 세포를 포함하는 생체조직 체제는 세

포치료제로 따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당으로는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단백질로는 콜라겐(collagen)이 표  생체

유래 소재이며, silk, chitosan, alginate, fibrin, gelatin, cellulose 등을 들 수 있음.

 ○ (공 망 ) 생체유래 소재는 생체조직 체제, 지지체  표면개질 소재 등에 

한 원료에 해당하는 소재와 이를 제조, 가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56) 연도별 인체조직 유통량 : ‘08년 203,951개, ’09년 223,158개, ‘10년 258,069개

57) 국내 138개 인체조직은행이 제출한 2010년도 인체조직 수입  생산 황 분석, 식품의약품안 청

58) 율(Young’s modulus) 차이로 인해 속 이식체에 주로 응력이 걸려 주  골은 흡수되어 체 으로 골이 약해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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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59)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생체유래 소재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699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

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51.6%(1,394건)로써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

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된 것으

로 조사되었음

 ○ 유럽과 일본, 한국특허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 으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59)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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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01K-067 달리 분류되지 않는 동물의 사육 는 번식; 새로운 동물 401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터, . 라스미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그것을 한 숙주의 이용
332

G01N-033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155

C12N-005
인체, 동물 는 식물의 미분화세포, . 세포주; 조직; 그것의 배양 는 유지; 그것의 

배지
140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 123

A61L-027 보철 는 피복을 한 보철 106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일본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 BASF Plant Science GmbH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상  출원인으로 나타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BASF Plant 

Science GmbH
20 1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
19 4

CASIO  COMPUTER 
CO.,LTD.

27 0

2
Bayer 

CropScience  AG
8 1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7 5

Hitachi Software 
Engineering  Co., 

Ltd
8 3

3 MEDAREX, INC. 5 3 Pfizer Inc. 0 12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5 1

4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1 7 GENMAB A/S 2 10
FUJIFILM 

Corporation
5 0

5
F. Hoffmann-La  

Roche AG
1 7 Wyeth 4 7 Fujitsu Limited 5 0

(2) 국내동향

 ○ 생체유래 소재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8년 37건 피크치에서 감소 

추세 환하여 ‘09년 33건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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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N-015
돌연변이 는 유 공학; 유 자공학과 련된 DNA 는 RNA, 벡터, . 

라스미드 는 그것의 분리, 조제, 정제; 그것을 한숙주의 이용
36

A61L-027 보철 는 피복을 한 보철 27

G01N-033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13

A61K-047 사용하는 불활성성분, . 담체, 불활성 첨가제의 특징이 있는 의약품 제제 11

A61K-009 특별한 물리  형태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의약품 제제 10

A61K-031 유기 활성 성분을 함유 하는 의약품 제제 9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연구기 의 출원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

히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7건, 충남  산학 력단 7건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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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7

주식회사

바이오폴리메드
4 보령제약 주식회사 1

2
충남 학교

산학 력단
7 주식회사 바이오 인 2

삼성 자

주식회사
1

3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6 (주)다림티센 2

4 한국화학연구원 6

5
고려 학교

산학 력단
5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 성숙도 분석

 ○ 기술경쟁력지수는 세계 기술경쟁력이 690.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세계 

비 특허의 질  수 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활동지수는  세계 비 1.058로 나타났으며, 한국 기 으로 기술활동도 수

이 높은 편인 것으로 단 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생체유래 고분자 소재 1.2 690.56 0.96 - - 1.058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 진입도 분석

 ○ 기술확보지수는 0.94인 것으로 분석 되었고 패 리 특허 건수는 11,203건으로 나타

나 연구주체들의 기술 확보를 한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으로 

소기업이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독 지수는 허핀달지수가 30.75인 것으로 분석되어 낮은 수 의 기술독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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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생체유래 고분자 소재 11,203 0.94 30.75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생체유래 고분자  

소재
-　 1.058 0.94 30.75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생체유래 소재 분야의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총

이 3.58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평균 3 을 기 으로 보통 이상의 소기업 합

성을 가진 것으로 단 됨.

   - 기술성숙도가 2.2로 나타나  세계 비 한국의 기술  인 라 수 이 낮은 것으

로 단되며, 기술진입도는 4.5로 분석되어 상 으로 소기업의 진입 여건이 

용이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생체유래 

고분자소재
1 4 2.2 4 5 4.5 3.5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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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시장 니즈 1 : 노령화로 인한 인공장기 수요 증  

 ○ 고령화 사회에 어들면서 인공장기에 한 수요가 격히 늘고 있다. 인공피부, 인

공연골, 인공 , 인공  등 다양한 바이오 인공장기의 개발과 상품화가 활발하다. 

응용 범 도 늘어나고 있다. 인공장기 화의 핵심은 인체 내에서 면역 거부반응 

없이 반 구 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체의료용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고분자 세계시장은 미국

이 40% 이상을 유하고 있고, 그 뒤를 유럽과 일본이 잇고 있다. 미국의 의료용 

고분자 체 시장규모는 2001년 약 20억 8700만 달러 고, 2005년 약 28억 5000만 

달러, 2010년에는 약 35억 14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 

□ 시장 니즈 2 : 재생공학의 발   

 ○ 최근 조직공학의 발달로 인해 조직 내에 천연 으로 존재하는 세포외 기질 등을 

활용하여 생체 합성은 물론 조직재생에 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합성생체

재료를 천연유래의 생체유래소재로 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시장 니즈 3 : 생체재료의 임상응용 확

 ○ 생체재료는 단순한 치환의 개념에서 발 하여, 재건장치(Reconstructive Device)60), 

골 체제(Bone replacement), 연조직치료제(Soft tissue repair)61), 골생물학

(Osteobiologics), 인공단백질 기술 개발 등 생체재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차 증가

하고 있음.

□ 시장 니즈 4 : 치과분야 생채재료시장의 확  

 ○ 최근 ‘리서치앤드마켓츠’는 2009년 유럽의 치과 골 이식 체재  생체재료 시장

과 련 4.4% 성장, 2억3천2백만달러 수 의 시장 규모가 형성 다고 분석했으며 

컨설 업체인 디시즌 리소스사는 국 치과 임 랜트 시장이 연간 30% 이상 성장, 

오는 2013년 1억2천5백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측한 바 있다. 

60) 주요 이 손상되는 경우 철 체용 장치로서, 생체활성 재료인 주재료는 속재료이나 아 타이트 등의 합재료들도 개발되

고 있음.

61) 인공피부, 인공연골, 인공조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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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BCC Research에서 2010년 바이오기술이 용된 의료 시장보고서를 살펴보면, 바

이오폴리머는 2009년 약 5.3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0.7억 달러로 연평균(CAGR) 

15.0%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 5,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Markets

[의료분야 생체유래 고분자소재 시장 망]

 ○ 생체유래소재 분야의 국내 기술수 은 선진국 비 낮은 수 인 것으로 조사되며, 

산업체  문 인력의 부족 등 련 인 라 기반이 취약한 실정인 것으로 악됨.

   - 생체유래소재 개발을 해서는 치료용 세포의 기능증진, 품질 리, 생산 공정 확

립 등 다양한 기반 기술개발이 필수 이며, 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선행되어

야 향후 련 시장에서 선도  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동 분야의 경우 선도 기술에 한 추 을 통해서는 경쟁 계에서 생존할 수 없으

며, 질병 치료분야에 범 하게 응용되는 생체유래소재 분야에 한 국가  차원

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상됨

라. 무역 황 분석

□ 생체유래 소재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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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생체유래  

고분자소재
단백질, 핵산, 다당류 등 HS체계상 범 하게 분포하여 품목분류 불가가 품목분류 불가

[생체유래 소재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생체유래 고분자소재의 경우 HS 코드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상에서 제외함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생체유래 소재비 분야 포지션맵 작성 

[생체유래 소재비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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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유래 소재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

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layer, first, portion, body, tube, Fluid, reducing, flow, electrical, box, member, partially, core, 

outer, cover, head, pet, Fabric, protective, rear, bed, panel, sheet

CR_2 biotechnology, engineering, assays, animal, material, method, cells, bag

CR_3
disease, diseases, treating, model, polypeptides, vectors, acids, host, agents, proteins, uses, 

specificDNA, recombinant, expressing, novel

CR_4
plant, plants, DNA, polypeptides, growth, factor, differentiation, stem, region, modified, 

genetically, conditions, milk, fusion, constructs, functional

CR_5
oxygen, fluids, biomass, disorders, cellular, therapy, introduced, antigen, generating, rate, natural, 

interest

CR_6

device, surface, layer, tissue, waste, organic, liquid, oil, agent, bone, member, tube, coating, 

Litter, assembly, support, structure, polymer, bag, sealed, conventional, toy, reaction, site, head, 

soil, object, cavity, heart, vessel, stent, calcium, coatings, magnetic, feeder, clumping, stroke, 

facility, wrap, generator, soluble, wood, dressing, graft, sand, laminate, sheath, analysis, joint, 

pad, agent, carrier, support

CR_7
Litter, absorbent, particles, size, contained, substrate, housing, wound, modified, monoclonal, 

coating, medical, biomaterial, surfaces, improved, devices, implant

CR_8

housing, mechanism, elements, energy, reduce, source, solution, matrix, group, oil, air, 

temperature, feed, food, bone, blood, applications, making, derived, anti, cancer, skin, 

mammalian, systems, type

CR_9

region, compounds, sequence, monoclonal, antibody, bind, multiple, anti gen vessel, inserting, 

implantable, pre, branch, manure, hydrophobic, calcium, strands, bedding, plate, weight, mixture, 

components

CR_10
embryo, nucleus, transferring, recipient, transfer, nuclear, reconstituted, reconstituted, merit, 

reconstituting, rise, give, G1

CR_11 fatty, make, manner, contain, synthetic, detecting, prior, disease, diseases, treating, model

CR_12 assembly, section, aspect, elongated, increased, die, collection, easy, back, storage, low, protection

CR_13 assembly, section, aspect, elongated, increased, die, collection, easy, back, storage, low, protection

CR_14 method, one, transgenic

CR_15 transgenic, animals, Methods

CR_16 cells, cell, high, device, antibodies, time, waste

CR_17 antibodies, molecules, therapeutic, proteins, acid, disease, gene, plant

CR_18 high, production, well

CR_19 cover, base, attached, opening, lower, top

CR_20 electrical, bacteria, application, control, humans

CR_21 implant, implants, implanted, promoting, target, module

CR_22 wound, healing, formation, portions, anti, compound

CR_23 biopolymer, protein, aceous, bio prosthetic, partly, allowed, filler, gelatinous, substantial

CR_24 tissue, include, disclosed, system,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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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생체유래  고분자소재

기능성소재 량생산용 동물세포 량 배양기술 

생체고분자 유사세균 감염에 한 면역조  소재 합성기술 

감염성질환 치료용 고기능성 항균 폴리펩타이드 합성기술 

포유동물을 이용한 생체 이식용 피부 조직 생산 기술

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 기술

인공 단백질을 이용한 상처치료용 인공 피부 개발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
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생체

유래

고분자

소재

기능성소재 량생산용 동물세포 량 배양기술 33% - - 33%

생체고분자 유사세균 감염에 한 면역조  소재 합성기술 50% - - 50%

감염성질환 치료용 고기능성 항균 폴리펩타이드 합성기술 17% - - 17%

포유동물을 이용한 생체 이식용 피부 조직 생산 기술 33% - - 33%

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 기술 17% - - 33%

인공 단백질을 이용한 상처치료용 인공 피부 개발 17% - - 17%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생체유래 소재 분야에서 ‘생체고분자 유사세균 감염에 한 면역조  소재 합성기

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50%가 보유하고 있으며, 5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기능성소재 량생산용 동물세포 량 배양기술’은 보유 기술(33%), 소

기업형 기술(33%)라고 응답하 으며, ‘포유동물을 이용한 생체 이식용 피부 조직 

생산 기술’은 보유 기술(33%), 소기업형 기술(33%)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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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생물 방제용 생체유래 고분자 소재 개발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반 으로 도출된 요소기술은 소기업에 

합한 기술인 것으로 악되며, 인공 단백질을 이용한 상처치료용 인공 피부 개발 기

술들은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생체유래 소재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농약비료, 복합재료, 화장품 원료, 안정제, 동물형 의약품, 링클드리, 화장품, 한방화장품, 모발 양제

해외 기업
Tesco, Mona, Danone, 로 알, 론자, MEDAREX, INC.,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 Pfizer 

Inc., Wyeth, Fujitsu Limited

국내 

기업

기업
SK 생명과학, 유한양행, 동아제약, LG 생활건강, 한국야쿠르트, 롯데, 오리온, 한국 이팜제약, 

보령제약

소기업 이 벳, 에스에 , 남 물산, 남보, 해피코스, 지앤씨바이오, 사임당화장품, 모신바이오텍, 뉴로넥스

 ○ 생체유래 소재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의 기업

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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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된 소기업들은 생체유래 소재 련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소기업에 매하는 거래품목은 복합재료, 화장품 원료, 화장품, 농약비료 등인 

것으로 악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생체유래 소재 분야의 소기업의 다

수 업체는 원료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
1)

생체유래 

고분자 소재

기능성 소재 량 생산용 세포 량 배양 기술 특

생체 고분자 유사세균 감염에 한 면역조  소재 합성기술 특

감염성 질환치료용 고기능성 항균 폴리펩타이드 합성기술 특

인공 단백질을 이용한 상처치료용 인공 피부 개발 특

천연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인체 경조직 소재 ( ,치아,연골 등)개발기술

천연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연부조직(피부,근육,심근,  등)재생 소재 개발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생체유래 소재는 기능성소재를 심으로 시장규모가 증가추세, 재 기능성소재는 

미생물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므로 이에 한 요소기술 포함 가능한 기

술명인지 확인. 시장규모, 실제 무역 황에서 이미 수입규모가 크고 증가추세인 연

부조직  경조직을 한 소재 개발기술 포함하여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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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생체유래 고분자 

소재

기능성 소재 량 생산용 세포 량 배양기술 

감염성질환치료용고기능성항균폴리펩타이드합성기술 

인공 단백질을 이용한 상처치료용 인공 피부 개발

천연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인체 경조직 소재 ( ,치아,연골 등)개발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

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체유래 

고분자 

소재

기능성소재 량생산용 

세포 량배양기술 

세포 량 

배양  기술

량 생산 

세포주  

미생물 개발

생산공정

개발

량생산용 

세포주 는 

미생물 확보와 

생산공정 개발

감염성 질환 치료용 

고기능성 항균 

폴리펩타이드 합성기술 

고효능 

펩타이드합성

기술

펩타이드 효능 

검증

고효율 

분리생산

기능성 

펩타이드 

고효율 

분리생산

인공 단백질을 이용한 

상처치료용 인공 피부 개발

고순도 

인공단백질 

정제  기술

원료 정제   

표 화, 

유효성평가

임상시험 임상완료,허가 제품상용화

천연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인체 경조직 소재 

( ,치아,연골 등)개발기술

천연물고분자 

소재  

정제기술

원료 정제   

표 화, 

유효성평가

임상시험 임상완료,허가 제품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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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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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소재

1. 개요

가. 정의

 

 ○ 친환경농업소재는 농산물생산에 있어서 식물병 방제와 안 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되는 소재로서 친환경농약, 친환경 비료 그리고 땅심을 키우기 

한 자재, 유기종자, 상토 등 육모 자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친

환경농자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친환경농업소재는 의의 의미로서는 인축과 자연에 해가 없으며 농작물에 양분

공 , 병해충 억제  생육 진 등에 이용되는 환경 친화 인 물질을 총칭하는 의

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로서는 친환경농산물을 해 사용될 수 있는 자재  

농림부장 이 지정한 자재62)를 뜻함.

   - 국제 으로는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유기 식품의 생산 ․

가공․표시․유통에 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유기식품의 생산을 한 

자재에 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바이오농약(Biological Pest Control Agent)은 생물체 는 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천

연물을 이용하여 식물의 병, 해충 그리고 잡 의 방  치료의 목 으로 사용되

는 제품을 뜻한다.63) 합성농약은 보통 조류·곤충 그리고 포유류 등에도 향을 주

는 데 비하여, 바이오농약의 장 은 일반 으로 자연계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독성

이 약하거나 거의 없음에 ‘따라 많은 바이오농약이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되어 향후 강화되어가는 환경규제를 통한 시장확 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기존합성농약의 문제는 인축, 환경에 치명 인 문제 을 야기하고 있으며, OECD

를 심으로 2013년까지 40%의 합성농약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나. 범

 ○ (제품 분류 ) 친환경농업소재의 범 는 국내외 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바이

오 농약과 국내에서 용  리되는 친환경 농자재의 범 로 살펴 볼 수 있다. 

6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함)의 사용기 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업육성법 시

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름.

63) 미국 환경보호청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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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농약의 범  

 ○ 미국 바이오농약의 범

구분 내용

생물농약

생물학  

농약

생화학 농약

천연물

페르몬

단백질

미생물농약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원생생물

PIP 농약 식물체에 도입된 유 자에 의해 생산된 작물보호물질

기타

천

선충

기생체

 ○ 국 바이오농약의 범  

분류 성분
등록 

원제 수

미생물(Micro-organisms)

바이러스(virus), 세균(bacterium), 곰팡이(fungus), 

선충(nematode), 미포자충(microsporidium), 박테리

오 지(bacteriophage)

112

천연물질(Natural products)

미생물 사산물(microbial metabolite), 식물 사

산물(plant metabolite), 조류 사산물(algal metab

olite), 갑각류 유래물질(crustancean-derived produ

ct), 기타

58

천 (Macro-organisms) 응애(mite), 곤충(insect) 127

신호물질(Semiochemicals)

성페로몬(sex pheromone), 집합페로몬(aggregation 

phefomone), 경보페로몬(alarm pheromone), 길잡

이페로몬(trail pheromone), 기피제(repellent)

56

유 자(Genes)

병 항성유 자(gene introducing resistance to pat

hogen), 해충 항성 유 자(gene introducing resis

tance to insects), 제 제 항성 유 자(gene intro

ducing resistance to  herbicide)

20

계 373

 ※ 자료 : British Crop Protection Council(BCPC),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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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바이오농약의 범

   - 우리나라는 2001년 미생물농약 등록기 과 방법에 한 농 진흥청 고시와 추가

로 2005년 생화학농약 등록기 과 방법에 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재 미생물농

약과 생화학농약을 통틀어 바이오농약으로 리되고 있다.64) 

   - 미생물 농약 : 진균,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농

업용 미생물방제제

   - 생화학농약 : 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화합물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비독성학  

기작에 의한 생물통신물질을 이용한 농업용 생물질 는 생약방제제

   - 국내에서는 천 을 바이오농약의 범 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친환경 농자재의 범  

 ○ CODEX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 기술의 주요 내용은 하단과 같으며 

각 단계에 해당되는 제품  친환경 농자재를 친환경 농업소재로 포함

단계  주요 내용

 작물  

품종의 선택

◦그 지역의 토양  기후 환경에 합하고 병충해에 강한 항성 품종을 우선 으로 선택

◦유 으로 변형되지 않은 유기종자나 번식체 이용

환기
◦ 한 생태시스템 조성을 하여 작물의 종  최소 2년, 년작물의 경우 유기산물로

서 수확  3년

토양 비옥도 유지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 재배를 통한 윤작이 기본

◦부족시 보조 으로 유기농가에 의한 유기물, 유기축산 농가의 부산물 이용

◦이외 식물, 동물, 미생물원으로 된 기타 허용자재 이용

병충해 방제

◦병충해 항성 품종의 선택, 윤작, 생태  연결 통로의 구축, 천 의 보호등을 통한 한 

생태 시스템 구축  

◦해충의 생태에 한 이해를 통한 이의 차단

◦열처리 등을 통한 물리  방제

◦그 외 그지역에서 유래한 식물, 동물, 미생물원으로된 허용자재 이용 

잡 방제

◦잡 발생이 은 포장의 선정, 잡 제어가 효과 인 윤작작목의 선택, 계획  경운, 멀칭등

의 재배 수단에 의한 방제

◦열처리 등에 의한 물리  방제

  

 ○ (공 망 ) 친환경농업소재는 바이오농약, 친환경비료 등의 친환경농자재 에 

한 원료에 해당하는 소재와 이를 제조, 가공하는 공정기술로 한정함.

64) 련 근거 :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등록신청서류 검토기 , 2008.  5. 27.  농 진흥청 고시 제 200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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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65)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706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45.1%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

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65)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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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C12N-001
미생물, .원생동물；그조성물(원생동물,박테리아 는바이러스기원의물질을포함한의약품

제재  
173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 111

A01N-025

유해생물이외의유기체에 한활성성분의유해한 향을감소하기 한물질  살생물제, 유해

생물기피제 는 유인제 는 식물생장조 제로서, 그 형태 는 불활성성분 는 

용방법에 의하여 특정지워지는 것   

86

A01N-063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동물, 를 들면, 선충류를 함유한 살생물제, 유해생물 기피

제, 유인제 는 식물생장조 제, 는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동물로부터 생산되

거나 얻어지는 물질

79

C12P-007 산소원자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제조    66

C12M-001 효소학 는 미생물학을 한장치 66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가 삼극/ 비삼

극 특허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DSM IP ASSETS 

B.V.
3 6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14 8 Syngenta 4 8

2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3 1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1 0
Sumitomo Chemical 

Company,  Limited
4 5

3
Iogen Energy  

Corporation
4 0

Ecopia  

Biosciences, Inc.
4 0 hotfrof 0 7

4

Yuen Foong Yu  

Paper MFG 

Company, Limited

3 0 Metabolix, Inc. 0 4
Nippon Soda Co., 

Ltd
7 0

5

Nederlandse  

Organisatie voor 

Toegepast-Natuurwe

tenschappelijk 

Onderzoek TNO

0 3

Cobco  

Manufacturing, 

Inc.

4 0

MITSUBISHI GAS 

CHEMICAL  

COMPANY, INC

6 0

(2) 국내동향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5년 21건을 기

으로 증가추세로 환하여 에서 ‘09년 55건을 기록함

   - ‘10년에는 21건, ’11년에는 4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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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N-001
미생물, .원생동물；그조성물(원생동물,박테리아 는바이러스기원의물질을포함한의

약품제재  
93

A01N-063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동물, 를 들면, 선충류를 함유한 살생물제, 유해생물 기

피제, 유인제 는 식물생장조 제, 는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동물로부터 생

산되거나 얻어지는 물질

24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16

A01N-065
살생물제,유해생물기피제,유인제 는식물생장조 제로서조류,지의류,선태류,다세포균

류 는식물을함유하거나그추출물을함유한것
15

C12N-015
돌연변이 는유 공학;유 자공학과 련된DNA 는RNA,벡터, . 라스미드 는그것

의분리,조제,정제;그것을 한숙주의이용
11

E01C-015 인도(人道),보도(步道) 는 자 거 도로에 특히 합한 포장 11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 연구기 이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건국  산학 력단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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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

/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8 주식회사 인 바이오넷 6 주식회사 동원에 앤비 4

2 건국 학교 산학 력단 8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3

3
충남 학교

산학 력단
4 주식회사 이오니아 2

4
강원 학교

산학 력단
4

5
한국원자력

연구소
4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

성요소는 친환경비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85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친환경비료(1.06), 생물농약

(0.95)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친환경포장재 분야는  세계 비 특허의 질 수 이 낮은 것으로 단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생물농약 0.83 56.15 1.16 2.10 0.07 0.95

친환경 비료 0.87 196.53  0.93 0.88 0.08 1.06

친환경 포장제 1.54 121.32 1.08 - -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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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생물농약(2.86), 친환

경 포장제(0.81), 친환경 비료(0.51) 등의 순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주체의 

기술확보노력이 가장 큰 분야는 생물 농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3가지 구성요소  생

물농약이 상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생물농약 3,296 2.86 231.40 

친환경 비료 1,967 0.51 101.69 

친환경 포장제 1,082 0.81 168.2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생물농약 0.08 0.95 2.86 231.40  

친환경 비료 0.09 1.07 0.51 101.69 

친환경 포장제 -　 -　 0.81 168.24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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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살펴보면, 친환경비료가 3.56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

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확보지수는 친환경비료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는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모두 5 으로 타 분야에 비해 독 지수가 다소 높은 

상태로 악 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생물농약 1 4 2.2 1 5 3.4 2.92

친환경 비료 1 5 2.6 3 5 4.2 3.56 

친환경 포장제 1 1 1.0 2 5 3.8 2.6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친환경 농산물에 한 수요 증

 → 시장 니즈 1 : 새로운 친환경 방제를 한 농자재 개발 필요성 증

 ○ 과거에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병해충과 잡 를 손쉽게 방제하 으나, 과

다사용으로 인한 농약잔류, 독, 염류집  등의 부작용을 겪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량이 속히 증가하면서 2007년에는 1조 6천억원, 2010년에

는 3조원(농경연 추정)  시장 형성 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06년)]

단 : 억원, %

구 분
곡류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류 계

유통규모 3,678 2,923 4,081 3,178 216 1,953 13,106

비 (%) 28.1 22.3 31.1 24.2 1.6 14.9 100.0

※ 자료 : 농경연(‘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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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자재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인축건강, 농업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흙의 생명력 배양을 해서 자재개발 필

요성이 증  되고 있음. 

□ 친환경농가의 재정  부담완화

 → 시장 니즈 2 : 고기능성 소재 개발

 ○ 기존의 친환경 농자재들은 낮은 약효임에도 가격이 비싸 친환경농업의 실 에 걸

림돌로 작용하 음.

 ○ 화학농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식물병을 친환경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음. 를 들어 잔류염류문제 

해결 등을 통한 연작장애 해결, 잔류농약 문제 해결 등의 새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농자재의 개발이 필요함.

□ FTA시행에 따른 친환경 농산품 국가간 거래 활성화

 → 시장 니즈 3 : 국제인증 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자재 개발

 ○ Codex기 ,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등 국제기 에 맞춘 해외농산물의 수

입증가에 비하기 하여 국제인증 조건에 맞는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이 시 히 

요구되고 있음. 

요인 Needs

- 친환경 농산물에 한 수요 증

- 친환경 농가의 재정  부담 완화

- 친환경 농산물 국가간 거래 활성화

⇒

- 친환경방재를 한 새로운 소재 개발 

- 고기능성 소재개발

- 국제인증 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자재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생물농약

 ○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바이오농약을 동물, 식물, 박테리아, 물 등 천연소재

에서 추출한 농약으로 정의하고, 미생물계 농약, 천연 추출물, 페로몬 등 바이오화

학계 농약, 유 공학기술을 용한 식물성 보호제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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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농약 시장 보고서 내 생물농약 시장 망에 따르면 생물농약 분야는 2009년 

1,600백만 달러에서 2014년 3,300백만 달러로 연평균(CAGR) 10.9% 성장이 상됨

   - 합성농약 시장은 매년 15.6%의 성장이 상되며, 2014년에는 478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망됨

   - 시 에서 향후 4년의 기간 동안에는 합성농약 시장 비 생물농약 시장 규모는 

작고 성장률은 낮은 것으로 악되나, 생물농약은 친환경 농산물에 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진 으로 합성농약 시장을 잠식하여 체할 것으로 단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2, Bio pesticides: The Global Market

[바이오농약 시장 망]

 ○ 세계 농약시장에서 바이오 농약시장은 1-2%에 불과했으나 친환경 농산물에 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 환경규제가 해마다 강화됨으로써 화학성분 함량

이 낮은 농약이나 바이오농약 수요가 증가하여 진 으로 합성농약 시장을 체

할 것으로 단됨

□ 친환경비료

 ○ 재 친환경비료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악할 수 없어, 상 단계시장인 비료시장

을 분석함 

   - 비료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약 902억 달러에서 2014년 약1,489억 달러로 

연평균(CAGR) 10.5% 성장이 상됨

 ○ 최근 국내 친환경농업에 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 욕

구가 증가함으로써 친환경자재시장도 확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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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지원되는 친환경자재는 유기질비료를 심으로 미생물제제를 비롯한 

미생물 비료, 천연물질과 미생물에 의한 친환경 방제제 등이 있음  

※ 자료 : Datamonitor, 2010. 5 , Fertilizer: Global Industry Guide

[비료 시장 망]

 ○ 아직 친환경농업 련 국내시장은 수많은 세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정비되지 

않아 유통구조  매출규모를 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요 친환경업체의 매출

규모  정부의 친환경지원 사업규모 등을 기 로 추정하는 수 임

 
 ○ 하지만 최근 생화학농약에 한 등록기 이 마련되는 등 미생물, 천연물질 련 

농업소재들이 정식으로 등록되면서 친환경자재 국내시장에 한 규모도 차 

악되는 추세이며, 련 인 라의 개선을 통하여 그 세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환 임

□ 친환경 포장재

 ○ 염화비닐은 결정성이 낮고, 가공 시 착이 어려운 특징으로 인하여 연질 제품으

로서 포장용·농업용 등의 재료로 사용됨

 ○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시장은 2009년 5.4억달러에서 2014년 5.8억달러로 연평균

(CAGR) 1.4% 성장이 상되며, 친환경 포장재 시장은 폴리 염화 비닐을 체하는 

방향으로 완만한 성장이 기 됨

 ○ 농업용 친환경 포장재를 제외한 주요 활용 분야로는 화장품, 개인 생, 식음료, 

음식 서비스, 운송, 보건의료 등이 있으며 이는 친환경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최근 늘어난 것에 기인하며 련 시장도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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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Freedonia Focus, 2009.05 Freedonia Focus on Polyvinyl Chloride to 2013

[포장용 폴리 염화 비닐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6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생물농약 농약원제의 것(항생물질 제조과정의 간생산물) 3824.90-2410

친환경비료

구아노(동물성 비료) 3101.00-1010

기타(동물성 비료) 3101.00-1090

식물성 비료 3101.00-2000

동물성 는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으로 처리한 비료 3101.00-3000

친환경 포장재 폴리락트산 3907.70-0000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무역부분 품목 코드]

 ○ 농약원제  구아노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출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상에서 제외함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폴리락트산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0.5 Mil$), 수입(8.8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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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생물 농약 농약원제의 것(항생물질 
제조과정의 간생산물) - - - - - - 3.19 1.65 0.14 0.14

친환경비료

구아노
(동물성 비료) - - - - - 0.05 0.06 0.08 0.01 -

기타(동물성 비료) 0.14 0.83 2.25 1.10 0.51 0.12 0.13 0.24 0.80 0.86

식물성 비료 1.09 1.81 1.94 0.30 1.16 1.87 1.84 1.82 2.95 3.26

동물성 는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으로 
처리한 비료

1.12 0.00 0.05 0.00 1.22 0.61 0.71 0.64 0.36 0.40

친환경 
포장재 폴리락트산 - 0.54 0.18 0.25 0.51 - 7.17 4.68 8.34 8.83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동물성 비료, 식물성 비료, 폴리락트산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동식물성 물품 혼합비료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동물성 비료, 식물성 비료, 폴리락트산 등

   - 수출 특화 분야 : 동식물성 물품 혼합비료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생물농약 농약원제의 것(항생물질 
제조과정의 간생산물) - - - - - 수입특화

친환경비료

구아노(동물성 비료) - - - - - 수입특화

기타(동물성 비료) 0.07 0.73 0.81 0.16 -0.26 수입특화 환

식물성 비료 -0.26 -0.01 0.03 -0.82 -0.48 수입특화 환

동물성 는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으로 

처리한 비료
0.30 -0.99 -0.85 -0.98 0.50 수출특화 환

친환경 포장재 폴리락트산 - -0.86 -0.93 -0.94 -0.89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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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 포지

션맵 작성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 포지션맵]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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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별 키워드 도출 결과]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housing, electrolyte, electrically, prevents, antimicrobialdecomposition, continuous, Hot, greenhouse

CR_2 substrate, well, polymerpolymer, properties, light

CR_3 cell, cells, change, endposition, closed, Fluid, release

CR_4 group, selected, functional, resin, substrateagent, compound, solvent

CR_5
composition, materials, Methodsanti, coating, top, tissue, cell, acidtube, blood, lower, composite, 
Optical, carrier, enzyme, bacteriaresin, resistance, addition, obtained, filmend, position, tube, oil

CR_6 water, system, processplant, agricultural, source, products

CR_7
Methods, systems, growthwaste, chemical, plantproducts, compositions, improvedoil, raw, devices, 
heatsolids, recovery, treating

CR_8
gene, pesticide, rice, polymerizing, crop, ligand, cordvalue, ratio, soluble, rate, tank, soil, dryer, 
Grease, image

CR_9
dryer, bed, fraction, length, exhaust, decomposition, channelliquid, conditions, control, 
reactionpressure, processing, generated, combustion

CR_10

biochemical, comprise, presence, synthesisvessel, branch, pre, catheter, bag, members, value, fiber, 
gate, member, strain, filtration, bottom, engine, anode, inksection, semiconductor, regeneration, UV, 
phase, Airborne, diamond, main, ion, pelletsdevice, same, apparatus, layer, antiOptical, storage, 
region, base, porous

CR_11 electrode, manufacturing, applied, surfacesconsisting, enzymes, biochemicalstructure, two, form

CR_12
carrier, substance, specific, stepmaterial, bio, method, organic, device, vessellayer, first, structure, 
surface, liquid, eco, compositiondevices, combination, part

CR_13
ion, peptides, surfactant, silicon, emulsion, growing, electric, detecting, injectionhydrogen, conductive, 
chamber, partially, interior, potential, reactorfilm, solution, weight

CR_14
yield, industrial, biodegradableink, recording, jet, dye, alkyl, crystalline, Toner, polyester, crystal, 
wood, monomer, concrete, reagent, curing, affected, MTCC, decision, zone, placement, implant, 
combined, WT, stop

CR_15
reaction, temperature, productsoil, plants, fatty, yield, barrier, urethane, opening, degradation, 
aerobic, carried

CR_16 organic, environmental, onestep, catalyst, single, Protein

CR_17 organic, environmental, one, step, catalyst, single, Protein

CR_18 polymeric, composed, sufficient, contact, housing, inhibit, connected, salt, drug

CR_19 filtration, produces, volume, physical, ions, fuel, wastewater, fermentation

CR_20 engine, Switch, vehicle, state, display, speed, operation

CR_21 acid, relates, agent, group,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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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생물농약

생물 방제용(미생물 유래용) 고 기능성 화합물군 합성기술 개발

토양 미생물 발효를 통한 친환경 수용성 살충제 생산기술

미생물 소재를 이용한 생물방제 소재  난분해성 기질분해 효소 동시 생산 기술 

시설 재배용 친환경 항균제 개발

친환경비료
미생물 유래 다당류, 셀룰로오스 분해 효소 량 생산기술

폐기용 식물  발효제품 재생 공정 기술 개발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토양분해, 분해용 포장소재 개발

폐목제  fiber를 이용한 친환경 생분해성 포장제 개발

Polylactic acid 생산용 monomer 생산  합 기술 개발

식품 장용 다공성 천연 섬유를 이용한 포장제 개발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
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
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생물

농약

생물 방제용(미생물 유래용) 고 기능성 화합물군 합성기술 개발 21% 14% - 7%

토양 미생물 발효를 통한 친환경 수용성 살충제 생산기술 36% - - 21%

미생물 소재를 이용한 생물방제 소재  난분해성 기질분해 효

소 동시 생산 기술 
29% - - 14%

시설 재배용 친환경 항균제 개발 29% - - 14%

친환경

비료

미생물 유래 다당류, 셀룰로오스 분해 효소 량 생산기술 43% - - 36%

폐기용 식물  발효제품 재생 공정 기술 개발 29% 7% - 21%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토양분해, 분해용 포장소재 개발 14% - - 14%

폐목재  fiber 를 이용한 친환경 생분해성 포장제 개발 7% - - 7%

Polylactic acid 생산용 monomer 생산  합 기술 개발 - - - -

식품 장용 다공성 천연 섬유를 이용한 포장제 개발 7% 7% - 7%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14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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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에서 ‘미생물 유래 다당류, 셀룰로오스 분해 효소 

량 생산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43%가 보유하고 있으며, 36%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토양 미생물 발효를 통한 친환경 수용성 살충제 생산기술’은 보유 기술

(35%), 소기업형 기술(21%)라고 응답하 으며, ‘미생물 소재를 이용한 생물방제 

소재  난분해성 기질분해 효소 동시 생산 기술 ’은 보유 기술(29%), 소기업형 

기술(14%)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식품 장용 다공성 천연 섬유를 이용한 포장제 개발

   ∙ 친환경 토양 분해기술

   ∙ 생물 농약 방제용 기술개발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친환경 비료, 생물비료, 육묘 종기, 다공성포장제, 효소제, 미생물농약, 천  곤충, 복하맺

료, 작물생육조 제, 질소화합물, 미생물제제, 콩탈곡기, 수정벌, 명해충 방제재, 생녹토, 페

로온, 유기질 비료

해외 기업
DSM IP ASSETS B.V., Iogen Energy  Corporation, Yuen Foong Yu  Paper MFG Company, 

Limited, Ecopia  Biosciences, Inc., Metabolix, Inc., Cobco  Manufacturing, Inc.

국내 기업

기업 동원에 엔비, 동부하이텍

소기업
에코담, 고려바이오연구소, 팜에버, 평미생물, 거 , 한스바이오, 한국종합농기계, 모포도

농조합법인, 도들샘, 형제바이오, 세실, 남보, 지디, 뉴로넥스, 명신비료, 에버미라클

 ○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

수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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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조사된 소기업들은 소재 단 의 제품을 소기업류의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

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 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효소제품, 복합재료, 농약비료, 미생물 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조사된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바이오 친환경 농업소재 분야

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소재 단  제품을 구매한 후 가공  생산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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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생물농약

미생물 발효를 통한 친환경 수용성 살충제 생산기술

미생물소재활용 생물방제소재  난분해성 기질분해효소 동시생산기술 

시설 재배용 친환경 항균제 개발 특

장병 방제용 바이오살균제 개발

장농산물 유해 해충방제용 바이오살충제 개발

인삼 등 약용작물 방제용 생물농약 개발

범  제 용 미생물제 제 개발

친환경비료

미생물 유래  다당류, 셀룰로오스 분해 효소 량 생산기술 특

폐기용 식물  발효제품 재생 공정 기술 개발 특

유기질 비료 분해 진 기술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토양분해, 분해용 포장소재 개발 특

폐목재  fiber 를 이용한 친환경 생분해성 포장제 개발 특

Polylactic acid 생산용 monomer 생산  합 기술 개발 특

식품 장용  다공성 천연 섬유를 이용한 포장제 개발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생물방제용 고기능성 화합물군 합성기술 개발: 미생물유래 화합물을 선도물질로하

여 합성농약을 개발하는 기술로서 련 시장은 매우 크나 합성화합물은 생물농약

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 그 외 시장성이 높은 장병 방제용 바이오살

균제 개발기술, 장농산물 유해 해충방제용 바이오살충제 개발기술  시장성이 

낮더라도 친환경 정책 등에 부합하며 소기업 합도가 높은 인삼 등 약용작물 

방제용 생물농약 개발기술, 유기질 비료 분해 진 기술 추가하여 정비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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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생물농약

미생물  발효를 통한 친환경 수용성 살충제 생산기술

장병 방제용 바이오살균제 개발

장농산물 유해 해충방제용 바이오살충제 개발

인삼 등 약용작물 방제용 생물농약 개발

범  제 용 미생물제 제  개발

친환경 비료 유기질 비료 분해 진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

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물농약

미생물 발효를 통한 

친환경 수용성 살충제 

생산기술

수용해도 

증진기술

최  미생물 선발 

 발효 조건 

확립

포장약효․

약해시험

친환경유기농자

재 등록
제품 상용화

장병 방제용 

바이오살균제 개발

안 성  

약효지속화

최  제제  

처리방법 개발

포장  

창고에서의 약효 

 약해 시험

친환경유기농자

재 등록
제품 상용화

장농산물 유해 

해충방제용 바이오살충제 

개발

안 성  

약효 지속화

최  제제  

처리방법 개발

포장  

창고에서의 약효 

 약해 시험

친환경유기농자

재 등록
제품 상용화

인삼 등 약용작물 방제용 

생물농약 개발

약해  

고약효화

스크리닝을 통한 

미생물 선발

포장약효․

약해시험

친환경유기농자

재 등록
제품 상용화

범  제 용 

미생물제 제 개발

제  스펙트럼 

 고약효화

스크리닝을 통한 

미생물 선발

제 활성물질 

탐색  

포장약효․

약해시험

최  발표조건 

 제제 공정 

개발

미생물제제 

상용화

친환경

비료

유기질 비료 분해 진 

기술

분해효율

증진기술

최  제제  

처리방법 개발

약효  약해 

시험

친환경유기농자

재 등록
제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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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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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 진단기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소형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진단기는 다양한 만성질환  감염성질환과 련된 

신체지표와 인체 유해물질을 생활 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바

이오기반의 측정시스템을 의미함.

 ○ 뇌심  질환, 고지 증, 당뇨, 결핵, 만성간염, 만성췌장염, 갑상선 질환, 결핵, 요

로감염,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  감염성질환을 진단 상으

로 함.

 ○ 만성질환  감염성질환자의 신체지표  원인물질을 상시/신속 진단을 한 진단

킷, 바이오센서 등 간편한 분석 시스템을 포함.

   - 진단킷은 항원-항체반응, 효소반응 등을 학식, 기화학식으로 간편하게 측정하

기 하여 시약과 측정도구가 하나의 셋으로 구성됨. 

   - 바이오센서는 진단킷 보다 첨단화된 기기로서, 바이오리셉터, 신호변환, 결과분석

이 한 번의 시료주입으로 가능하게 함. 학, 기화학, 무게 등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나노소자  나노소재를 용한 나노-바이오

센서 개발연구가 활발함.

 ○ 만성질환은 효과 인 치료나 리를 해 가정이나 생활 장에서 지속 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상시/신속 측정기술이 필요함. 상시/신속 측정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제품의 시장성도 높을 것으로 기 됨. 

 ○ 감염성질환은 응 실, 보건소 등 신속한 응을 해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나. 범

 ○ (제품 분류 ) 기술, 제품, 타깃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기술별로는 핵산, 단백질  항체 기반의 분자진단시스템  U-헬스 어 등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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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술 기반 진단시스템을 포함

   - 제품별로는 질병진단용 진단 키트, 바이오센서로 분류

   - 타깃별로는 뇌심  질환, 고지 증, 당뇨, 결핵, 만성간염, 만성췌장염, 갑상선 

질환 등으로 분류

 ○ (공 망 ) 소형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진단기는 바이오 콘텐츠(바이오마커, 

바이오리셉터), 생체분자 반응 칩, 소형 신호변환기기 등으로 구성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소형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진단기

바이오 콘텐츠 단백질, 핵산, 효소, RNA, 압타머 등 -

생체분자 반응 칩
멤 인, 마이크로 루이딕스, 유기 

기 ,  박막, 라스틱 기  등  

스크린 린  장비, 자동 액체 분주기, 

롤투롤 어셈블러, 컷  장비 등 

소형 신호변환기기

- 형 , 발 , 흡 , 기화학, 임피던

드 등 신호변환 측정 모듈

- 신호 로세스 모듈

학, 기화학, 임피던스 등 

신호변환기기

 ⇒ 소형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진단기의 범 는 진단킷, 바이오센서를 포함하는 

진단기기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바이오 콘텐츠, 생체분자 반응칩, 소형 신호

변환기기 역을 포함하고 기술 으로는 생체 고분자 등을 활용한 바이오마커 

련 기술, 신호측정 모듈  소재, 신호 변환 기술까지 포함 

2. 기술(특허) 분석66)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한국, 미국, 일본 국제 특허로 출원된  소형감염성 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

의 상특허 건수는 총 2,429건인 것으로 조사됨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429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62.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66)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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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1N-033

돌연변이 는유 공학;유 자공학과 련된DNA 는RNA,벡터, . 라스미드 는그것의분리,조제,정제;

그것을 한숙주의이용(돌연변이 는유 공학 으로만든미생물1/00,5/00,7/00;새로운식물A01H;조직배

양기술에의한증식식물A01H4/00;새로운동물A01K67/00;유 질환 는유 자치료를 한체내세포에주

입시키는유 물질을함유한의약용제재의이용A61K48/00;일반 인펩티드C07K) 

365

C07K-016
뉴클 오시드의당류기가결합되어있는인산 는폴리인산에스테르를각기별도로갖는2개이상의모노뉴클

오티드단 를함유하는화합물, .핵산   
243

C12N-015 유 자질병을치료하기 해생체의세포내에삽입하는유 자물질을함유하는의료용제제;유 자치료     207

C07K-014 유기활성성분을함유하는의약품제재 142

A61K-039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95

C07H-021
20이상의아미노산을갖는펩티드;가스트린(Gastrins);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s);멜라노트로핀(Melanotro

pins);그유도체  
85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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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출원인이 

체 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SIRNA THERAPEUTICS, INC.가 미국과 

일본 모두 상  출원 기업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IRNA  

THERAPEUTIC

S, INC.

2 50

SIRNA  

THERAPEUTICS, 

INC.

7 164
WAKAMOTO Co., 

ltd
1 1

2

Ganymed 

Pharmaceuticals 

AG

0 29
Human Genome 

Sciences, Inc.
68 33 Hitachi Chemical 0 2

3

Isis 

Pharmaceuticals, 

Inc.

13 0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
18 5 Meiji Co., Ltd 1 0

4
Gen-Probe 

Incorporated
2 9

GILEAD 

SCIENCES, INC.
4 18

5
Tosoh 

Corporation
3 6

Merck Sharp & 

Dohme Corp.
1 16

(2) 국내동향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8년 

22건 최고치를 경신하 으며, ‘09년 6건을 감소하 음.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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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25

C07K-016 면역 로불린(Immunoglobulins), .모노클로날(monoclonal) 는폴리클로날항체(polyclonalantibodies) 23

C12N-015

돌연변이 는유 공학;유 자공학과 련된DNA 는RNA,벡터, . 라스미드 는그것의분리,조제,정

제;그것을 한숙주의이용(돌연변이 는유 공학 으로만든미생물1/00,5/00,7/00;새로운식물A01H;조

직배양기술에의한증식식물A01H4/00;새로운동물A01K67/00;유 질환 는유 자치료를 한체내세

포에주입시키는유 물질을함유한의약용제재의이용A61K48/00;일반 인펩티드C07K) 

18

C07K-014
20이상의아미노산을갖는펩티드;가스트린(Gastrins);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s);멜라노트로핀(Melano

tropins);그유도체  
15

A61K-039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면역분석용 물질 G01N 33/53) 7

C07H-021
뉴클 오시드의당류기가결합되어있는인산 는폴리인산에스테르를각기별도로갖는2개이상의모노뉴클

오티드단 를함유하는화합물, .핵산   
1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연구기 의 출원 활동이 주를 이루고 한양 학교 

산학 력단 3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건 으로 두각을 나타냄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양 학교 산학 력단 3 주식회사  바이오랜드 1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네오바이오다임 

주식회사
1

3 연세 학교 산학 력단 1 주식회사 휴먼바이오 1

4 남 학교산학 력단 1

5 경상 학교산학 력단 1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 세

계 기  Detecter분야의 경쟁력이 44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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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비 한국의 구성요소별 기술활동도는 Detector 1.40, 표 지단 바이오소

재 1.05, 검출소재 0.84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Detector이 상 으로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표 진단 바이오소재 0.63 290 1.00 - - 1.05

검출소재 0.89 107 1.14 2.80 14 0.84

Detecter 1.70 441 0.93 - - 1.4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의 구성요소  표 진단 바이오소재의 기

술확보지수(1.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구성요소  가장 낮은 

61.9를 기록하여 소기업이 진입하기 가장 용이한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표 진단 바이오소재 11,673 1.25 61.9

검출소재 1,274 0.52 134.7

Detecter 4,080 0.77 102.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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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표 진단 바이오소재 - 1.05 1.25 61.93

검출소재 0.13 0.74 0.52 134.72

Detecter - 1.50 0.77 102.81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의 구성요소  검출

소재가 3.82로 소기업 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Dectector가 

3.74로 나타나 보통 수  이상인 것으로 악됨

   - 반 으로 검출소재 분야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에서 경쟁력지수가 낮게 나타

났으며, 기술진입도 비 기술성숙도의 수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표 진단 바이오소재 1 4 2.2 1 5 3.0 2.68

검출소재 4 1 2.8 5 4 4.5 3.82

Detecter 1 5 2.6 5 4 4.5 3.7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노령화  세계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량 감염성질환의 증가

 → 시장 니즈 1 : 개인용 상시 진단기기

 ○ 개인 심의 생활 패턴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검하여 리

하고 개별 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욕구가  증 되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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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질병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휴 용 ( )소형 진단 장비의 

상용화

 ○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개인별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 개발이 핵심임.

 ○ 바이오마커는 기존의 모든 환자에 일률 으로 용하는‘one-size-fits-all’의 개념에

서‘drug responder’, ‘super responder’, ‘non-responder’로 개인별 맞춤치료가 가능

해 짐.

□ 손쉽고 빠른 의료서비스에 한 수요 증가

 → 시장 니즈 2 : 휴 용 진단기술의 필요성

 ○ 웹 기반, 유비쿼터스 기반의 IT 의료기기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 질병 진단  

건강 체크를 받기 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임. 

 ○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휴 용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이 질병  건강 상

태를 측정하고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품 개발

 ○ 기후변화와 함께 신종 루, 조류독감, 식 독, 결핵, 슈퍼박테리아 등 감염성 질환

이 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조속한 처를 해 신속하고, 정확성이 향상된 

진단기술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 IT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창출 역량 제고

 → 시장 니즈 3 : 바이오융합기술 개발  

 ○ 세계를 주도하는 IT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강 에 BT 콘텐츠인 바이오마커를 융합

할 경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의료분야 명품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국내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신생 바이오업체들이 시장에 진출

요인 Needs

- 만성질환  감염성질환의 증가

- 손쉽고 빠른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 새로운 경쟁력 창출 역량 제고

⇒

- 개인용 진단기기

- 휴 용 진단기기

- 바이오융합기술

[산업시장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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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의료분야 바이오기술 시장 보고서에 수록된 진단용 소재 시장 망을 보면 2009년

시장의 규모는 2009년 163.8억달러에서 2014년 265.1억달러로 연평균(CAGR) 10.1% 

성장이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5, Biotechnologies for Medical Applications: Global Markets

[의료분야 바이오기술 내 진단용 소재 시장 망]

 ○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고 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손쉽게 당뇨, 비만, 체온, 심 도, 압 등의 각종 생체신호를 측정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품의 수요가 시장에서 증가하는 추세임.  

  

 ○ 그에 따라, 가정용 의료기기 련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며, 기존 

의료기기 문 업체들도 꾸 한 기술 개발을 통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

어, 휴 용질병 진단기기를 비롯한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은 꾸 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망됨  

 ○ 한 나노-바이오 융합 분야에 있어서는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재 ‘디지털바이

오’라는 생명공학분야의 랜드와 진단산업 분야의 랜드인 ‘하트스퀘어’로  세

계 생명과학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음

   - 암 표지자 검사를 비롯해 심장병 유발인자, 갑상선, 성장호르몬, 골다공증 등의 검

사가 가능하며 검사시간도 획기 으로 단축함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148 -

 ○ 세부 으로 의료분야 바이오기술 시장 보고서에 수록된 바이오마커 시장 망을 

보면 2009년 시장의 규모는 2009년 51.8억달러에서 2014년 123.3억달러로 연평균

(CAGR) 10.1% 성장이 망됨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09. 9, Biomarkers - Advanced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

[바이오마커 응용분야 시장 망]

 ○ 바이오마커는 DNA, RNA, 사물질, 단백질에서 유래된 단일 분자 는 분자들의 

패턴을 근거로 한 분자  정보로서 생명체내에서 유  는 후생 유  변화의 

향으로 유발된 신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표임 

   - 재 체외진단산업  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이며 기존의 진행형 질

환 진단으로부터 조기진단, 후 측, 약물반응 치료진단 등 그 범 가 넓음

 

 ○ 문가들은 유 체학  이미징 부분의 고성장과 함께 바이오마커 시장도 동반 성

장 할 것이라는 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마커가 제공하는 생화학  표지

자를 통해 질병의 진단을 결정하고 부작용  약물상호반응 등을 측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앞으로 시장에서의 꾸 한 성장이 망됨 

 ○ 재 바이오마커 발굴에 유용한 DNA칩 제작  활용 기술과 유 자 발  분석기

술은 선진국 수 이며, 앞으로 국내 IT분야의 기술 강 을 이용한 바이오칩 등의 

하드웨어 개발기술과 융합할 경우 세계 인 제품 개발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상됨 

 ○ 항시 의료 진단시스템인 즉석 진단(Point of Care)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재 포도

당 모니터링 시장이 85억달러로 가장 큰 규모이며 연평균 5.1% 성장하여 2014년에

는 99억달러로 성장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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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기  시장규모는 27억달러로 포도당 모니터링 시장 비 작지만 액 화

학품  해액 시장도 연평균 12.% 성장하여 2014년에는 38억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망됨 

시장 내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세계  

포도당  모니터링 7,760 8,157 8,574 9,012 9,473 9,957 5.1 

액 화학품   해액 2,185 2,447 2,741 3,069 3,438 3,850 12.0 

임신  생식력 793 822 852 883 915 948 3.6 

제약  알코올 503 530 558 587 618 651 5.3 

심장 표시자 619 705 802 913 1,040 1,184 13.8 

감염질병 391 434 481 533 592 656 10.9 

헤모 로빈/지 360 373 386 400 414 429 3.6 

콜 스테롤 367 394 424 455 489 525 7.4 

오  화학 215 218 222 226 229 233 1.6 

종양 표지자 196 214 233 254 277 302 9.0 

체 13,389 14,293 15,272 16,333 17,484 18,735 -

[즉석 진단(Point of Care) 시장 망]  

(단 : Mil $)

※ 자료 : BCC Research, 2009. 11, Point of Care Diagnostics

 ○ 최근 기술의 발 으로 다양한 장즉석(POC)진단제품이 나오고 정확도도 더욱 향

상되면서 시장이 격히 성장하고 있음 

   - 특히 당뇨병의 증가로 자가 당검사가 2014년에는 시장의 62.7%를 유할 망

이며, 아울러 응고  임신 검사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신종 루와 같은 감염질환 POC 검사 시장이 크게 성장한 가운데 암과 콜

스테롤 등 심  분야가 성장하고 있으며, HV 신속검사에도 많은 회사들이 주

목하고 있음 

   - 신기술로는 DNA검사가 정확도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상되며 미세유체공학, 

상자성입자, 나노기술  MRT도 기 됨 

 ○ 한 앞으로 차 무선통신이 병원의 표 화가 진행이 되면서 POC 진단제품도 

자의료기록 등에 한 연결 능력이 증시될 망이며 이후엔 응 실, 투석  환

자 등에 한 지속  모니터링이나 다목  POC 랫폼 등도 나올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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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동 략제품 련 세부 핵심 부품인 바이오센서 시장 망을 보면 2009년 

21억달러에서 2014년 약 40억달러로 연평균(CAGR) 14.2% 성장이 망됨

 ○ 2011년 발행된 바이오센서 시장 보고서를 보면 재 시장의 규모는 27억달러에서 

2014년 41억달러로 연평균(CAGR) 14.2% 성장이 망됨

※ 자료 : BCC Research, 2011. 2, MEMS: Bio sensors and Nano sensors

[바이오센서 시장 망]

 ○ 당측정기  그 소모품인 측정 바이오센서와 련하여 그 시장의 규모는 최근 

성장하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는 당뇨병 환장의 증가로 풀이되며, 세계 으로 수요

가 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식회사 인포피아의 경우, 콜 스테롤측정센서와 간질환 센서 등 새로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하고 있음 

 ○ 휴 용 진단기기 분야는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생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무채

취/비 식 센서를 개발하면 바이오센서, 반도체 압력센서 등 다양한 분야로 시

장 확 가 가능함 

 ○ 단순한 진단기능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처 방안 제시 서비스  의

료지원 서비스 등의 복합 인 서비스 지원 체제로의 발 을 한 략을 수립한다

면 앞으로 소형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진단기 시장은 비약 인 발 이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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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황 분석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표 진단 바이오소재 기타(진단용 시약) 3822.00-1099

검출소재 기타(진단용 시약) 3822.00-1099

Detecter
기타의 물리 분석용 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9027.80-1000

기타(기타의 분석용 기기) 9027.80-2090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Detecter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27 Mil$), 수입(152.8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 무역거래의 증가 추세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표 진단 

바이오소재

기타 

(진단용 시약)
0.73 0.60 0.75 4.86 4.76 1.45 1.21 1.37 2.11 1.29

검출 소재
기타 

(진단용 시약)
0.73 0.60 0.75 4.86 4.76 1.45 1.21 1.37 2.11 1.29

Detecter

기타의 물리 

분석용 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6.13 4.67 4.49 9.73 27.03 119.23 138.45 126.70 106.75 152.84

기타

(기타의 분석용 

기기)

22.15 28.78 29.81 19.35 25.55 96.75 122.54 122.70 93.88 118.57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디텍터가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표 진단 바이오소재, 검출소재 등으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디텍터(물리  화학 분석용도) 등

   - 수출 특화 분야 : 표 진단 바이오소재, 검출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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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표 진단 

바이오소재
기타(진단용 시약) -0.33 -0.34 -0.29 0.39 0.57 수출특화 환

검출 소재 기타(진단용 시약) -0.33 -0.34 -0.29 0.39 0.57 수출특화 환

Detecter

기타의 물리 분석용 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0.90 -0.93 -0.93 -0.83 -0.70 수입특화 완화

기타(기타의 분석용 기기) -0.63 -0.62 -0.61 -0.66 -0.65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 포지션맵 작성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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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는 23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

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hort, dsRNA, siNA, modulating, interfering, modulating, mediated, pathways, involvedsiNA, hairpin, miRNA, 
Micro, features

CR_2 interfering, siRNA, interference, small, interference, RNAi, inhibition

CR_3 cells, cell, proteins, comprisingamino, vector, novel, vector, host, vectors, isolated, wellfusion, domain, constructs

CR_4 DNA, protein, acid, Binding, TNFsequence, method, gene, encoding, virus, viral, promoter, system, 
peptidepeptide, antibody, ID, fusion, first

CR_5 layer, coated, physical, oxide, radiation, fluidic, entities, imagingantigen, highly, purified, Immunogenic, mutant

CR_6 organs, medical, prepare, adenoviral, fungi, degradationtarget, one, cells, molecules

CR_7 molecule, nucleotide, acids, specificfirst, two, site, modified

CR_8 probes, genomic, antisense, agent, group, assaysHIV, messenger, matrix, diagnosing, silencing, bone, subunit, 
substrate, nucleoside, BIV, SNPgenomic, different, systemsID, fragment, derived

CR_9 acid, nucleic, RNA, Methods, sequence, targetassays, mutations, techniques

CR_10
TNF, necrosis, shock, malaria, alpha, patched, starch, C2GnT3, phosphorylation, NF, antibiotic, replicon, PspC, 
HCV, SARSchimeric, making, heterologous, antigen, variant, kinasekinase, inhibitors, ligand, therapy, selective, 
sitesBinding, molecule, detecting, amino, receptor, compounds, baseagent, compound, complex, response

CR_11 response, cDNA, controlmodified, vivo, tissueantisense, subject, mRNA, polynucleotides

CR_12 nucleotide, specifically, capableVEGF, Nanoparticle, biochemical, conjugates, NVsystem, process, same

CR_13 sample, single, amplificationamplification, primer, complementary

CR_14 oligonucleotide, oligonucleotides, synthesis, strandstrand, solution, stranded, primers

CR_15 polypeptides, related, identification, fragmentsmuscle, improving, candidate, derivative, transcripts, p53, lines, 
parts, L1, transport, represents, interleukin, data, Neisseria

CR_16 polypeptides, related, identification, fragments, muscle, improving, candidate, derivative, transcripts, p53, lines, 
parts, L1, transport, represents, interleukin, data, Neisseria

CR_17 molecules, compositions, useful, relates

CR_18 receptor, factor, associated, conditions, cancer, treatment, polypeptide, sample

CR_19 polypeptide, polypeptides, plant, virus

CR_20 base, end, oligonucleotide, probes, chimeric, enzyme, HIV

CR_21 cancer, diseases, treating

CR_22 compounds, double, short

CR_23 enzyme, PCR, family, enzymatically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표 진단 바이오소재

small interfering nucleid acid 진단소재 개발

바이오마커 검출용 항체 개발

 핵산/microRNA 분석용 exosome 농축 소재 개발

차세  간섭 ＲＮＡ 분자 개발 기술

무해 유 자 돌연변이를 이용한 진단 키트 개발 기술

단백질성 마커를 이용한 진단기 개발

검출소재

핵산과 정량  결합이 가능한 신규 형  염료 개발

진단소재와 형  나노입자간 합기술 개발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용 건조 리믹스 제조 기술 개발

특정고분자막이 코 된 ＰＤＭＳ 소재 마이크로채  시스템 제조기술

형  자성 나노복합체 제조 기술

Ｐ53 조  단백질 이용한 바이오칩 제조 기술

폴리펩타이드 암진단 검출소재 개발

Detecter

형태분석과 형 신호 정량 분석 기능이 통합된 검출기 개발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소형 유 자 검출기 개발

ＨＬＡ 립유 자 자동검사 키트 개발

메틸화마커 유 자를 이용한 바이오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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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표 진단 바

이오소재

small interfering nucleid acid 진단소재 개발 14% - - 29%

바이오마커 검출용 항체 개발 29% - - 43%

 핵산/microRNA 분석용 exosome 농축 소재 개발 - - - 14%

차세  간섭 ＲＮＡ 분자 개발 기술 29% - - 29%

무해 유 자 돌연변이를 이용한 진단 키트 개발 기술 14% - - 29%

단백질성 마커를 이용한 진단기 개발 29% 14% - 29%

검출소재

핵산과 정량  결합이 가능한 신규 형  염료 개발 - - - 14%

진단소재와 형  나노입자간 합기술 개발 - - - -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용 건조 리믹스 제조 기술 개발 - - - -

특정고분자막이 코 된 ＰＤＭＳ 소재 마이크로채  시스템 제조

기술
- - - 14%

형  자성 나노복합체 제조 기술 - - - -

Ｐ53 조  단백질 이용한 바이오칩 제조 기술 - - - -

폴리펩타이드 암진단 검출소재 개발 - - - -

Detecter

형태분석과 형 신호 정량 분석 기능이 통합된 검출기 개발 43% 14% - 43%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소형 유 자 

검출기 개발
29% - 14% 43%

ＨＬＡ 립유 자 자동검사 키트 개발 - - - 14%

메틸화마커 유 자를 이용한 바이오칩 개발 - - 14% 14%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에서 ‘바이오마커 검출용 항체 개발’은 설

문 응답 기업 가운데 29%가 보유하고 있으며, 43%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

고 선택함

   - 그 외 ‘단백질성 마커를 이용한 진단기 개발’을 보유기술(29%), 소기업형 기술

(29%)로 나타났으며, ‘형태분석과 형 신호 정량 분석 기능이 통합된 검출기 개발’

은 보유기술(43%), 소기업형 기술(43%) 응답함 

 ○ ‘메틸화마커 유 자를 이용한 바이오칩 개발‘의 경우 보유기술(0%), 공백기술(14%), 

소기업형 기술(14%)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소기업이 진입하기 용이한 기술

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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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소형유 자 증폭기 개발

   - 미세유체흐름제어기술 개발

   - 소형 형  검출 시스템 개발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미생물농약개발, 복합재료 제조업, 단백질, 비료  질소화합물제조, 형 분 분석기, 유 자분석,  
농약비료, silieate monomer, 생녹토, slide, 유기질비료, 바이오리셉터, 생체 반응 소재, 반응 신호 
검출기, 신호변환기, DNA합성기, 진단킷

해외 기업
존스 앤 존슨, 바이엘, 로슈, 메디트로닉스,로슈, SIRNA THERAPEUTICS, NC.Ganymed 
Pharmaceuticals AGIsis Pharmaceuticals, Inc.Life Technologies CorporationHitachi Chemical, 
Abotte, 호리바, 킨엘머

국내 기업

기업 엘지 생명화학, 녹십자, 동아제약, SK 미칼

소기업
㈜ 평미생물, 씨젠, 이맥, 팜에버, 에스디, 고려바이오연구소, ㈜조비, ㈜형제바이오, 남보, 피씨엘
㈜, 명신비료, ㈜신코, 지앤시바이오, 바디텍, 제놀루션, 바이오니아, 올메디쿠스, 인포피아, 아이센
스, 에스디, 씨젠, 동제약, 바디텍, 바이오니아, 휴마시스, 이맥, 미코바이오메드

 ○ 소형감염성질환  만성질환진단기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

보면, 기업 부분이 소재  완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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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표 진단 

바이오소재

Small interfering nucleic acid 진단소재 개발 기술

바이오마커 검출용 항체 개발 특

 핵산/microRNA 분석용 exosome 농축 소재 개발 특

무해 유 자 돌연변이를 이용한 진단 키트 개발 기술 특

단백질성 마커를 이용한 진단기 개발 특

검출소재

핵산과 정량  결합이 가능한 신규 형  염료 개발 특

진단소재와 형  나노입자간 합기술 개발 특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용 건조 리믹스 제조 기술 개발 특

특정고분자막이 코 된 ＰＤＭＳ 소재 마이크로채  시스템 제조기술 특

형  자성 나노복합체 제조 기술 특

Ｐ53 조  단백질 이용한 바이오칩 제조 기술 특

폴리펩타이드 암진단 검출소재 개발 특

Detecter

형 신호 정량 분석 기능이 통합된 검출기 개발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소형 유 자 검출기 개발 특

ＨＬＡ 립유 자 자동검사 키트 개발 특

메틸화 마커 유 자를 이용한 바이오 칩 개발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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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가 의를 통해, 유사한 기술은 통합 조정하 으며, 련 소기업의 참여가능

성을 바탕의 기술의 범 를 토론하고 조정하 음.

   - 기술의 범 가 좁은 경우, 가능한 경우 기술명을 변경하여 범 를 확장.

   - 도출된 ‘차세  간섭 ＲＮＡ 분자 개발 기술’의 경우 기술의 범 를 통합할 수 있

는 ‘small interering nucleic acid 진단소개 개발 기술’로 조정.

   - 한, 재 산업 황을 감안하여 기술의 개발가능성 등 산업화의 다양한 측면을 

토론하 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표 진단 바이오소재

Small interfering nucleic acid 진단소재 개발 기술

바이오마커 검출용 항체 개발

 핵산/microRNA 분석용 exosome 농축 소재 개발

단백질성 마커를 이용한 진단기 개발

검출소재

핵산과 정량  결합이 가능한 신규 형  염료 개발

진단소재와 형  나노입자간 합기술 개발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용 건조 리믹스 제조 기술 개발

특정고분자막이 코 된 ＰＤＭＳ 소재 마이크로채  시스템 제조기술

형  자성 나노복합체 제조 기술

Detecter
형 신호 정량 분석 기능이 통합된 검출기 개발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소형 유 자 검출기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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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표
진단 

바이오소재

small  interfering 
nucleic acid 진단소재 

개발
고선택성

감염성 만성질환 
진단용 small  

interfering nucleic 
acid 소재 스크리닝

small interfering  
nucleic acid 소재 

기반 감염성 
만성질환 진단기술 

개발

진단용  small 
interfering 

nucleic acid 
소재의 진단기 
결합기술 개발

감염성  만성질환 
진단용 small 

interfering nucleic 
acid 소재 개발

바이오마커  검출용 
항체 개발

고선택성
항체 스크리닝을 
통한 후보 항체 

발굴

고선택성 항체 개발 
 고정화 기술  

개발

진단기기와의 
결합기술 개발

감염   만성질환 
바이오마커 검출용 

항체 개발

  핵산/microRNA 
분석용 exosome 농축 

소재 개발
고선택성

 
핵산/microRNA 
분석용  exosome 

농축 소재 후보물질 
발굴

고선택성 exosome 
농축 소재 개발

진단기와의 
결합기술 개발

  
핵산/microRNA 
분석용 exosome 
농축 소재 개발

단백질성  마커를 
이용한 진단기 개발

소형화
단백질 마커 분석용 

측정기술 확립

항체 고정화  
고감도 측정기술 

개발
지단기의 소형화

단백질성  마커 
분석용 

고감도/소형 
진단기 개발

검출
소재

핵산과  정량  
결합이 가능한 신규 

형  염료 개발
고감도화

핵산 결합용 
형 염료 개발

형 염료의 선택성 
확보

진단기기와의 
결합기술 개발

핵산결합용  신규 
형  염료  이를 
이용한 핵산 정량 

기술 개발

진단소재와  형  
나노입자간 합기술 

개발
고선택성 　

항체  핵산과 
형  나노입자 
합체  합성기술

진단 응용기술 
개발

항체   핵산과 
형  나노입자 

합기술 개발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용 

건조 리믹스 제조 
기술 개발

고효율화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용 
건조 리믹스  

최 화

재 성 확보 안정성 확보

재 성이  향상된 
실시간 

합효소연쇄반응
용 건조 리믹스 
제조 기술 개발

특정고분자막이  
코 된 ＰＤＭＳ 소재 
마이크로채  시스템 

제조기술

소형화

시료 처리  
신호증폭이 가능한  
ＰＤＭＳ 소재 

마이크로채  제작

고분자막 코 을 
통한 성능향상

진단기와의 
결합기술 개발

시료  처리, 
신호증폭이 가능한 

ＰＤＭＳ 
마이크로채  기술 

개발

형   자성 
나노복합체 제조 기술

고감도화
형  자성 

나노복합체 합성
나노복합체와 항체 

 핵산과의 결합
나노복합체의 
진단 응용기술

고감도  형  자성 
나노복합체 개발

Detecter

형 신호  정량 분석 
기능이 통합된 검출기 

개발
소형화

형 신호 
정량분석용 검출기 

개발
검출감도 향상 통합 진단기 개발

형 신호  정량 
분석 기능이 

통합된 검출기 
개발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소형 유 자 

검출기 개발

고효율화
일체화 소형 유 자 

검출기 설계   
최 화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유 자 검출기 개발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소형 
유 자 검출기 

개발

시료 처리  모듈 
 신호증폭, 검출 

모듈이 일체화된 
소형 유 자 
검출기 개발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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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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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지향 진단 및 치료용 소재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는 특정질병  조직에서 발 되는 유 체의 분자

생물학 , 세포생물학  정보를 형 , 발 , 동 원소 발  등을 통해 감지하여 

상화시키거나 특정 장에 반응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부착함으로써 질병의 

진단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함.

 ○ 질병의 방  조기 진단에 한 사회  수요가 증 되면서 질병 발병기 에 

한 분자생물학  지식이 축 되고 있음. 이를 이용해 질병 기 단계에 유 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상화함으로써 질병의 조기진단, 치료약제 개발, 유 자/세

포치료의 모니터링  수술에 이용 요구가 증 됨. 

 ○ 특정 장에 해 반응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caged molecule)을 이용하여 질

병부 에 표 화가 가능  하는 요구가 증 되고 있고, 분자탐침체(molecular 

probe)를 부착시킨 민감성 물질(photosensitizing molecule) 등을 이용해 암 등의 

수술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나. 범

 ○ (제품 분류 ) 표  지향 진단, 수술  치료 련 바이오소재는 특정 분자 지

향성을 보유하여 분자수 의 진단이 가능한 조 제를 말하며, 표  치료가 가능한 

과민성 물질 등이 부착된 역학 치료 보조제를 포함.

 ○ (공 망 ) 공 망 으로 분류할 때 표  지향을 한 바이오 마커, 생체

합하며 바이오마커와 결합 가능한 표지자  결합체, 특정 생리활성을 가지는 생

리활성 소재로 구분 가능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표 지향진단  치료용 소재)]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분자탐침체 질병  생체 특정부  감지 항체  화합물

표지자  결합체 양자 ,형 탐침체,  는 은 나노입자  생체 합 소재

생리활성 소재 활성산소생성소재, 특정 장 반응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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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지향 진단  치료보조제품의 범 는 생물정보를 이용한 분자탐침체에 표지

자가 부착되거나 특정 기능성 물질을 부착시킴으로써 진단  치료에 활용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공 망 기 으로 분자탐침체, 표지자  결합체, 기능성 소재 

단계를 포함. 기술 으로는 다목  응용이 가능한 특정 질병  생체 진단을 

한 항체  화합물 개발기술, 생체 내 상 시그  생성을 한 생체 합 표지

자 개발 기술, 특정 장 반응기술, 활성산소 등 치료물질 생성 소재 개발 기술

까지 포함

2. 기술(특허) 분석67)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343건 체에 한 각 국

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49.4%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

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출원동향]

67)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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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12N-015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한 처리, . 화학물질 는 방사선에 의한 처리(식물세포나 식물조직에 유 공학에 

의해 조제된  특정 돌연변이 C12N 15/00)
271

C12P-021 펩티드 는 단백질의 제조(단세포균체단백질C12N1/00) 137

C12Q-001

미생물 는 효소; 그  조성물(살균살충제, 방충제 는 유인제 는 식물생장 조 제로서 미생물, 바이러스, 

진균, 효소, 발효생산물 는 미생물 는 동물  그로부터 생산된 는 추출된 물질을 함유한 것 A01N 

63/00;의약품 제제 A61K; 비료 C05F); 미생물의 보존, 유지, 증식;  돌연변이 는 유 자공학; 배지(미생물

학  시험용 배지 C12Q 1/00)

119

C07K-014
20이상의 아미노산을 갖는 펩티드; 가스트린(Gastrins);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s); 멜라노트로핀

(Melanotropins); 그 유도체 
108

A61K-039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 (면역 분석용 물질G01N33/53) 101

A61K-038

펩티드를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베타-락탐환을 포함하는 펩티드 A61K31/00;분자 내에 환을 형성하는 것이 

외에 펩티드 결합을 갖지 않는 환식 디펩티드, .피페라진-2,5-디온,A61K31/00;환식 펩티드형의 맥각 알칼로

이드 A61K31/48;통계 으로 분포된 아미노산 단 를 갖는 거  분자화합물을 함유하는 것A61K31/74;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A61K39/00;불활성 성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의약품제제, .담체로서 

펩티드,A61K47/00) 

70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UGAI  

SEIYAKU KABUSHIKI KAISHA(유럽), Ortho-McNeil Pharmaceutical, Inc.(미국), 

Canon Inc.(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CHUGAI SEIYAKU 

KABUSHIKI KAISHA
12 0

Ortho-McNeil  

Pharmaceutical, Inc.
3 11 Canon Inc. 2 0

2
Ortho-McNeil 

Pharmaceutical,  Inc.
5 5 Affymetrix, Inc. 10 0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 0

3 Protalix Ltd. 0 6
IMMUNEX 

CORPORATION
3 5

4 Fraunhofer USA, Inc. 5 1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 Inc.

0 7

5 ERA Biotech, S.A. 1 4
Genzyme 

Corporation
5 0



바이오

- 1163 -

(2) 국내동향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7년 20건

을 기 으로 감소 추세 환하여 ’09년에는 18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C07K-016 면역 로불린(Immunoglobulins), .모노클로날(monoclonal) 는폴리클로날항체(polyclonalantibodies) 20

C07K-014
20이상의 아미노산을 갖는 펩티드; 가스트린(Gastrins);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s); 멜라노트로핀

(Melanotropins); 그 유도체 
17

C12N-015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한 처리,  . 화학물질 는 방사선에 의한 처리(식물세포나 식물조직에 유 공
학에 의해 조제된 특정 돌연변이 C12N 15/00)

11

C12Q-001

미생물 는 효소; 그  조성물(살균살충제, 방충제 는 유인제 는 식물생장 조 제로서 미생물, 바이
러스, 진균, 효소, 발효생산물 는 미생물 는 동물  그로부터 생산된 는 추출된 물질을 함유한 것 

A01N 63/00;의약품 제제 A61K; 비료 C05F); 미생물의 보존, 유지, 증식;  돌연변이 는 유 자공학; 배
지(미생물학  시험용 배지 C12Q 1/00)

9

A61K-039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면역분석용물질G01N33/53) 5

A61K-038

펩티드를함유하는의약품제제(베타-락탐환을포함하는펩티드A61K31/00;분자내에환을형성하는것이외에펩티
드결합을갖지않는환식디펩티드, .피페라진-2,5-디온,A61K31/00;환식펩티드형의맥각알칼로이드

A61K31/48;통계 으로분포된아미노산단 를갖는거 분자화합물을함유하는것A61K31/74;항원 는항체를
함유하는의약품제제A61K39/00;불활성성분에의하여특징지어지는의약품제제, .담체로서펩티
드,A61K47/00) 

4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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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제넨테크가 29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엠아이테크, 제넥셀세인 등이 상  출원인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고려 학교

산학 력단
6 주식회사 엠아이테크 2 제넨테크 29

2
서울 학교

산학 력단
3 제넥셀세인 주식회사 1 코릭사 코포 이션 8

3
차의과학 학교

산학 력단
3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1

4
경북 학교

산학 력단
3 (주)나노스토리지 1

5
연세 학교

산학 력단
3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분야의 구성요소  세계 기  상 인 기술경쟁

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유 자 로 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분야는 단백

질 항원  항체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는 유 자 로 가 4.81로 높게 나와 타 구성요

소 비 기술  비교우 에 있는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0.54 62.26 3.32 - - 0.43 

단백질 항원  항체 0.16 23.76 3.46 - - 0.29 

유 자 로 1.12 1,479.57 0.30 - - 4.81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1.14 170.40 2.97 2.00 20.00 0.28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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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 분석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확보지수가 높은 구성요소는 형  염료등 화학조 제 

(4.67), 단백질 항원  항체(2.61),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2.05), 유 자 로

(0.3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유 자 로 , 

형  염료등 화학조 제, 단백질 항원  항체,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등 4가지 

구성요소  유 자 로 가 기술 독과  수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3,555 4.67 201.89 

단백질 항원  항체 2,585 2.61 154.67 

유 자 로 3,327 0.38 2476.57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2,017 2.05 171.61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 0.43 4.68 201.89  

단백질 항원  항체 - 0.30 2.61 154.67 

유 자 로 -　 4.82 0.38 2476.57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0.11 0.29 2.05 171.61 

[특허지수 분석 종합]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166 -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분야의 구성요소별 소

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유 자 로 가 2.84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동 략제품은 소기업 합성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1 1 1 1 3 2 1.6

단백질 항원  

항체
1 1 1 1 3 2 1.6

유 자 로 1 5 2.6 5 1 3 2.84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4 1 2.8 1 3 2 2.32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질병 진단의 요성 

 → 시장 니즈 1 : 기 질병 진단 

 

 ○ 분자수 의 질병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진단과 질병 발병/확산 경로 악 등의 임

상  연구와 약리학  연구를 해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는 최근 생체 분자 상 연구에 한 지원을 한 다양한 연구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차세  분자 진단 련 산업 시장이 활

성화될 것으로 측됨

 ○ 재 의료분야의 트 드는 조기 질병 진단  표  지향 치료를 통한 능동 인 질

병 진단  치료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기술 으로는 질병의 원인  이에 따

른 유 자 발  감지를 한 핵심기술을 생체 합재료 발굴의 핵심기술과의 융합

을 통해 새로운 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업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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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정보에 한 질환 표지자 발굴 가능

 → 시장 니즈 2 : 표 진단  치료에 한 요구 증  

 ○ 질병 특이  분자에 한 결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질병 진행정도 악이 가능하

게 되고, 이를 통해 수술로 인한 신체 기능 상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한 

과민성 물질 등과의 결합을 통한 치료를 통해 고통이 으며 안 한 치료가 가능

하게 됨.

□ 고부가가치 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부상 

 → 시장 니즈 3 :  진단과 치료의 일체화 

 

 ○ 과거에는 생명공학산업에서 주로 신약개발이 주목을 받아 왔었지만, 인간 지놈 

로젝트에 의한 유 자 량 분석시 의 도래로 진단  상 기술 개발에 한 

심이 가속화되고 있어, 최근 분자 진단 상 산업의 고성장과 국제 인 투자 확

가 지속되는 기조임.

 ○ 표  지향 유 체 진단  상 기술은 임상 연구, 생물 의약 개발, 그리고 생물학

 분석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질병의 진단  모니터링 등의 일상

인 용도 (routine tools)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함. 따라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

업의 시장지배력이 확산되어 차 표  지향성 진단과 치료가 융복합된 분자진단 

제품 (Theranostics)을 생산하는 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국제 인 강자로 등극하

게 될 것으로 상됨.

요인 Needs

- 질병 진단의 요성

- 질환 표지자 발굴 가능

- 고부가가치 진단의료기기 산업의 부상

⇒

- 기 질병 진단

- 표 진단  치료에 한 요구 증

- 진단과 치료의 일체화

[산업시장 수요 분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분자진단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재 피검사 시장이 9억 1,8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이며 연평균 14.9% 성장하여 2014년에는 13억 9,700만 달러로 성장할 망임

   - 2011년 기  시장규모는 유 자 검사 시장은 4억 8,000만 달러로 피검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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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장 규모가 작지만, 동 시장은 연평균 16% 성장하여 2014년에는 7억 5,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망됨 

※ 자료 : Business Insights, 2010. 6. , Future of Molecular Diagnostics: Innovative technologies driving market 

opportunities in personalized medicine

[분자진단 시장 망]

 

 ○ 최근 분자 진단시장은 맞춤형 의약품과 분자 표  항암제 등 첨단 의학 발달과 바

이오 시 러 시장이 커짐에 따라 빠르게 확 되고 있음 

 

 ○ 분자표  항암제란 암세포 표면에 특이 으로 발 되어 있는 암 항원을 선택 으

로 해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일종의 미사일 요법으로 분자 표  항암제는 암 

항원에 직  결합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항체 치료제와 암 항원의 신호 단 

체계를 교란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해제로 별됨 

 ○ 분자 표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에 비해 우수한 효능, 낮은 독성을 나타내어 항암

제 시장의 표  치료 요법으로 부상 임

   - 미국, 일본, 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국 등 7  형 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9.8% 증가할 망임  

 ○ 향후 분자 표  항암제가 항암제 시장의 표  치료 요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망되는 만큼 각종 분자 표  항암제 투여 여부  반응성, 약물 용량을 결정하

기 해서 분자 진단 검사 이용이 격히 증가할 망임 

 ○ 유 자 로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재 면역검사 시장이 106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이며 연평균 14.1% 성장하여 2014년에는 204억 달러로 성장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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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기  시장규모는 64억 달러로 면역검사 시장 비 작지만 유 자 로   

내 분자진단 검사 시장도 연평균 17.8% 성장하여 2014년에는 104억 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망됨 

시장 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09~'14)

세계  

연구개발 5,700 6,179 6,698 7,260 7,870 8,600 8.4

Point of Care(POC) 6,400 6,918 7,479 8,085 8,739 9,400 8.1

분자진단검사 6,400 7,539 8,881 10,462 12,324 14,600 17.8

면역검사 10,600 12,095 13,800 15,746 17,966 20,400 14.1

액은행 1,600 1,694 1,794 1,900 2,012 2,100 5.9

기타 2,900 3,268 3,683 4,151 4,678 5,200 12.7

체 33,600 37,694 42,335 47,604 53,591 60,300 -

[유 자 로  시장 망]  

(단 : Mil $)

 

 ○ 최근 나노기술과 상분야의 융합은 질병의 진단  치료를 한 새로운 분자 상 

로 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 음 

   - 나노입자 분자 상 로 들은 분자 상을 한 생체특이성, 생체친화성, 상기

법에 필요한 상 물질 부여를 한 화학  개질 등 나노입자의 특성 조 이 용

이하여 다양한 성질 변화가 가능함

 

 ○ 다양한 기능성 생체고분자들을 합시켜 제조된 이미징 로 들은 독성이 낮고 

류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 생체 안정성이 우수하며, 비특이  결합을 임

으로써 표 성이 향상됨 

 ○ 바이오이미징기술은 세포/분자 수 의 질병 메카니즘, 진행과정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차세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생체 친화 인 로  개발이 요구되며, 연구개발이 수반되었을 때 시장의 비약

인 발 이 망됨

 

 ○ 메디컬 이미지 소모품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기타 소모품 시장이 31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이며 연평균 3.7% 성장하여 2014년에는 29억 달러로 성장할 망임

   - 조 제(Contrast Agents)는 2011년 기  25억 달러의 시장규모에서 2014년 29억 

달러의 시장으로 연평균 5.0%의 성장이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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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Freedonia Focus, 2010. 11 Freedonia Focus on Medical Imaging Products to 2014

[메디컬 이미지 소모품 시장 망]

 ○ 조 제는 , 장, , 뇌척수강, 강 등에 투입해 MRI나 CT 촬 과 같은 방

사선 검사 시 조직이나 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으로 최근 다국  제

약사들이 주도하는 국내 조 제 시장에 국내 제약업체들이 진입하고 있음 

   - LG생명과학, 동국제약, 웅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업체들이 조 제 시장 공략에 

극 나서고 있음 

 ○ 조 제는 원료 합성이 쉽지 않고 진단 상 기술력 부족으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높진 않았고 더욱이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 국내 제약사들은 다른 분야의 

약품들에 비해 연구개발이 극 이지 않았음 

 ○ 하지만 최근 정기 건강검진 수요의 증가로 조 제 시장도 커져 국내 업체들도 

극 인 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동국제약은 약품 투여 에 체온상태로 온도가 가해졌는지를 알아보기 해 세계 

최 로 온도계를 부착한 조 제를 출시하는 등 제품 차별화를 통해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179억 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제약업체  조 제 시장 유율 1

를 차지하고 있음 

(2) 무역 황 분석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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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엑스선 검사용 조 제 3006.30-1000

단백질 항원  

항체
기타(진단용 시약) 3822.00-1099

유 자 로 기타(측정 는 검사용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7.90-9190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산화철의 것 8505.19-1000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무역부분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한국의 세계 수출입에서 형 염료  화학조 제의 규모가 ‘10년 기  수출(5.6 

Mil$), 수입(57.1 Mil$)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수입의 의존도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엑스선 검사용 

조 제
5.03 6.34 7.36 8.27 5.76 68.76 70.50 75.67 55.53 57.12

단백질 항원 

 항체

기타

(진단용 시약)
0.73 0.60 0.75 7.86 4.76 1.45 1.21 1.37 2.11 1.29

유 자 

로

기타(측정 는 

검사용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57 0.62 0.53 2.04 6.25 2.96 3.85 4.15 8.74 15.66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산화철의 것 57.27 64.33 55.17 40.39 55.65 11.98 16.66 12.22 11.04 18.57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 KITA.net(한국무역 회)

 ○ 엑스선 검사용 조 제, 유 자 로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산화철, 단백질 항원  항체의 진단용 시약 등

으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엑스선 검사용 조 제, 유 자 로  등

   - 수출 특화 분야 : 산화철, 단백질 항원  항체의 진단용 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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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엑스선 검사용 조 제 -0.86 -0.83 -0.82 -0.74 -0.82 수입 특화

단백질 항원  

항체

기타

(진단용 시약)
-0.33 -0.34 -0.29 0.58 0.57 수출특화 환

유 자 로

기타(측정 는 

검사용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31 -0.72 -0.77 -0.62 -0.43 수입특화 완화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산화철의 것 0.65 0.59 0.64 0.57 0.50 수출특화 완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

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분

야 포지션맵 작성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분야 포지션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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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GPVI, platelets, platelet, glycoprotein, PHHRK, PHF4R, PHHCF, PHHCC, PHHCA, PHH9H, 

PHWTN, PHH8E, PHWRW, PHH7E, PHWMJ, PHH5G, PHWEJ, PHH58, PHW4C, PHH54, PHW2M, 

PHH05, PHV6W, PHGWD, PHV5K, PHGNF, PHRAR, PH926, PHPNN, PHW5Freading, supernate, 

frameX0923B, 33D63, 38T41, 33D11, 34A15

CR_2
Pentas, vegetative, Wheat, S050232, SSCform, well, high, surfacebenefiting, formed, light, placed, 

oxygen, exchange

CR_3
heparanase, hpa, polarization, somatotropin, read, pPGMnanotubes, enable, probing, SWNTs, observation, 

sensingPH8WD, PHCER, PHA9G, PH7GD, PH8JV, PHCJP, PHEBA, PHAKC, PHAJE, PHDWA

CR_4 sinensis, meet, signature, Cordyceps, benefitingF1α, lysine, pulmonary, prostacyclin, conjugates

CR_5
adding, deleting, medicament, induce, substitution, applicablelocated, ribosome, elicitingPHACE, 

PHAVN, PH8TN, PH5WA, PHCK5, PHEGV

CR_6

silicon, covalently, surfacesstorage, IV, long, administrationWheat, triticale, Ptilotus, SCV384196, 

Champion, 3B703rEVEs, CHO, signaling, se, FKBP, modulate, Ligationnervous, focal, neutrophil, 

neurological, pathological, enhances

CR_7
channel, receptors, insect, isolated, identification, cottonS040121, S060298, S040123, S060077, S040122, 

S040119

CR_8

glycoproteins, M6P, mannose, bearing, introducingsynthesis, carboxyl, compoundprobes, real, changes, 

cofactor, tip, manipulation, biochemical, enzymatic, accordancedisease, particular, associatedfirst, 

second, applicationconstructs, employ, reporterconjugates, retained, conjugation, plasma

CR_9
moiety, label, targetingnative, inhibitory, determined, given, lethal, initiallyphage, genomes, 

mutations, property, devoid

CR_10
secreted, recovery, order, codingvectors, transformed, treatment, sequencesSSC, honeydew, cantaloupe, 

PH6HR, X4M830

CR_11

sodium, voltage, gated, subunitantibody, binding, uses, expressing, targetcopolyesters, reactive, 

monomers, bioactive, absorbable, monomer, terephthalatetargets, recognized, epitopes, lysistest, 

accurate, plurality, RNA:DNAFluorescence, fluorescent, probe, carbon, nanotubes, level

CR_12
targets, recognized, epitopes, lysis, test, accurate, plurality, RNA:DNA, Fluorescence, fluorescent, 

probe, carbon, nanotubes, level

CR_13 nanoparticles, hydrophobic, teaches, tissues

CR_14 terminal, derivatives, efficacy, increase

CR_15

inhibitors, Extracellular, diagnostic, rate, export, membrane, Semaphorin, endothelial, hormone, yield, 

Oncogene, Pichia, Sp17, Campylobacter, reagent, residue, wild, protective, reduced, male, herbicides, 

Fluorescence

CR_16 Sp17, mismatched, myeloma, CTL, presented

CR_17 recovering, place, take, circovirus

CR_18 HCV, reducing, His, lysate, sulphonated

CR_19 peptides, reaction, first, disease

CR_20 improving, terminal, glycoproteins

CR_21 silencing, regulate, physiological, assay, interactions, sugarcane, detecting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

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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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군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반응기 도입 최 화를  한 근 외선 형  염료 개발 25% - - 25%

방사능 노출 최소화 특성이 포함된 조 제 생산 기술 - - - -

형 -탄소나노입자 제조 기술 - - - -

형 스 치용 나노 구조체  형 표시센서 개발 - - - -

형 신호증폭용 형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 - - -

생체 상이미지 분석용 근 외선 방출 나노입자 제조기술 - - - -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반응기 도입 최 화를  한 근 외선 형  염료 개발

방사능 노출 최소화 특성이 포함된 조 제 생산 기술

형 -탄소나노입자 제조 기술

형 스 치용 나노 구조체  형 표시센서 개발

형 신호증폭용 형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생체 상이미지 분석용 근 외선 방출 나노입자 제조기술

단백질 항원  항체

생리활성 특징을 갖는 재조합 단백질 량생산기술

치료용 인간화 항체 개발용 라이 러리 구축 기술

항체 당화패턴 검증을 통한 단클론 항체 생산 기술

활성화 형 염료  독성 단백질 융합 항체(면역독소) 개발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in vitro 단일클론항체 제조기술

유 자 로

체내 반감기가 긴 치료용 유 자 로  개발

표 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 자 로  개발

치료  진단에 동시 이용 가능한 유 자 로  개발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유 자  단백질 표 의 포획을 한 나노입자 개발  량생산기술

나노입자의 생체 내 비특이 독성 검증 기술

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핵산의 정제 기술

산화아연-결합성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나노 복합 소재 개발 기술

GMR응용을 한 superparamagnetic 물질 제조기술

자체발열이 가능한 자성나노복합체 제조기술

Raman신호 증폭 나노물질 제조기술

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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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요소기술군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단백질 

항원  

항체

생리활성 특징을 갖는 재조합 단백질 량생산기술 - - - -

치료용 인간화 항체 개발용 라이 러리 구축 기술 13% - - 13%

항체 당화패턴 검증을 통한 단클론 항체 생산 기술 13% - - 13%

활성화 형 염료  독성 단백질 융합 항체(면역독소) 개발 13% - 13% 13%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in vitro 단일클론항체 제조기술 13% - 13% 13%

유 자 

로

체내 반감기가 긴 치료용 유 자 로  개발 - - - -

표 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 자 로  개발 25% - - 25%

치료  진단에 동시 이용 가능한 유 자 로  개발 25% - - 25%

자성  

비자성  

나노

입자

유 자  단백질 표 의 포획을 한 나노입자 개발  량생산기술 - - - -

나노입자의 생체 내 비특이 독성 검증 기술 25% - - 25%

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핵산의 정제 기술 13% - - 25%

산화아연-결합성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나노 복합 소재 개발 기술 - - - 13%

GMR응용을 한 superparamagnetic 물질 제조기술 - - - -

자체발열이 가능한 자성나노복합체 제조기술 - - - 13%

Raman신호 증폭 나노물질 제조기술 13% - - 13%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분야에서 ‘반응기 도입 최 화를  한 근 외선 

형  염료 개발’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5%가 보유하고 있으며, 25%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표 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 자 로  개발’을 보유기술(25%), 

소기업형 기술(25%)로 나타났으며, ‘나노입자의 생체 내 비특이 독성 검증 기술’

은 보유기술(25%), 소기업형 기술(25%) 응답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련 기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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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미생물농약개발, 화장품, 유 자분석, 질병진단키트, 합성염료, 형 염료, 핵산치료제, 단백

질염색시약, 량측정기, 진단시약, 한방화장품, 착색제

해외 기업
CHUGAI SEIYAKU, Ortho-McNeil  Pharmaceutical, Canon, Affymetrix, Protalix, 

Fraunhofer USA, Genzyme Corporation

국내 기업

기업 제넨테크, 코릭사 코포 이션

소기업

바이오래드, 동제약, 아산제약, ㈜ 평미생물, 팜에버, 고려바이오연구소, ㈜형제바이오, 

사임당화장품, 지앤시바이오, 베트올㈜, 다이스웰, 비엠티, 베네비오, 미코바이오메드, 엠아

이테크, 제넥셀세인, 씨티씨바이오

 ○ 표 지향 진단  치료용 소재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소기업의 부분은 소재  완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1) 조사 비 ] [공 망 내 치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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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반응기 도입 최 화를 한 근 외선 형  염료 개발 특

방사능 노출 최소화 특성이 포함된 조 제 생산 기술 특

형 -탄소나노입자 제조 기술 특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형 표시센서 개발

생체 상이미지 분석용 근 외선 방출 나노입자 제조기술 특

단백질 항원  

항체

생리활성 특징을 갖는 재조합 단백질 량생산기술 특

치료용 인간화 항체 개발용 라이 러리 구축 기술 특

항체 당화패턴 검증을 통한 단클론 항체 생산 기술 특

활성화 형 염료  독성 단백질 융합 항체(면역독소) 개발 특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in vitro 단일클론항체 제조기술 특

유 자 로

체내 반감기가 긴 치료용 유 자 로  개발 특

표 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 자 로  개발 특

치료  진단에 동시 이용 가능한 유 자 로  개발 특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유 자 단백질표 의포획을 한  나노입자   개발  량생산기술 특

나노입자의 생체 내 비특이 독성 검증 기술 특

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핵산의 정제 기술 특

산화아연-결합성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나노 복합 소재 개발 기술 특

GMR응용을 한 superparamagnetic 물질 제조기술 특

자체발열이 가능한 자성나노복합체 제조기술 특

신호증폭용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문가 의를 통해, 유사한 기술은 통합 조정하 으며, 련 소기업의 참여가능

성을 바탕의 기술의 범 를 토론하고 조정하 음.

   - ‘Raman 신호증폭 나노물질 제조기술’과 같이 기술의 범 가 좁은 경우, 가능한 

경우 기술명을 변경하여 범 를 확장.

   - 형  스 치나 형 신호 련 기술의 경우 기술들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기

술로 조정.

   - 한, 재 산업 황을 감안하여 기술의 개발가능성 등 산업화의 다양한 측면을 

토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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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반응기  도입 최 화를 
한 근 외선 형  

염료 개발
고효율화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반응기 생산수율 
증가 30%이상

방사능  노출 최소화 
특성이 포함된 조 제 

생산 기술

방사능 노출 
감화

10% 이하 25% 이하 50% 이하
방사능노출 감도 

50% 이하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형 표시센서 개발

최소검출한계 
개선

기  성능 
확보

시제품 제작
LOD 10배 

이상
LOD 10배 이상 

개선

생체 상이미지  
분석용 근 외선 방출 

나노입자 제조기술
해상도 개선 기술 설계 시제품 제작

해상도 2배 
증가

이미지 해상도 2배 
이상 개선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형  염료 등 화학 조 제

반응기 도입 최 화를 한 근 외선 형  염료 개발

방사능 노출 최소화 특성이 포함된 조 제 생산 기술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형 표시센서 개발

생체 상이미지 분석용 근 외선 방출 나노입자 제조기술

단백질 항원  항체

치료용 인간화 항체 개발용 라이 러리 구축 기술

항체 당화패턴 검증을 통한 단클론 항체 생산 기술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in vitro 단일클론항체 제조기술

유 자 로
체내 반감기가 긴 치료용 유 자 로  개발

표 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 자 로  개발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신호증폭용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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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단백질 
항원  

항체

치료용  인간화 항체 
개발용 라이 러리 

구축 기술

인간화 항체 
제조 특허 확보

특허 출원 해외 출원 특허 등록
원천기술 국제 특허 

확보

항체  당화패턴 검증을 
통한 단클론 항체 생산 

기술
양산기술 개발 기술 고안 일럿 생산

양산 기술 
확보

경제성 있는 생산 
수율 확보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in vitro 

단일클론항체 제조기술
양산기술 개발 기술 고안 일럿 생산

양산 기술 
확보

경제성 있는 생산 
수율 확보

유 자 
로

체내  반감기가 긴 
치료용 유 자 로  

개발
장수명화

기  성능 
확보

시제품 제작
임상 유효성 

검증
기존 비 반감기 

3배 이상

표 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유 자 

로  개발

표  특이 
활성도

기  성능 
확보

시제품 제작
임상 유효성 

검증
비결합 비 활성도 

25배 이상

자성  
비자성 

나노입자

신호증폭용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분석민감도 개선 2배 이상 5 배 이상 10 배 이상
발색반응 비 10배 
이상 민감도 개선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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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및 물리치료기기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재활  물리치료기기란 치료  신체기능 증진을 한 치료기기  보조기기를 

말하며,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을 한 운동  물리치료 기기를 통칭함.

 ○ 기능 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 한의 신체 , 정신 , 사회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신체기능 복원기기

와 이동  생활 지원기기를 말함. 

 ○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 인구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늘어남

에 따라서 의료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 웰빙 트 드와 고령화 사

회의 두로 인하여 첨단 고성능의 신체기능 증진기기에 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 

상되어 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높음.

나. 범

 ○ (제품 분류 ) 자의료기기 산업은 상진단기, 생체신호계측기, 분석기, 치료

기, 재활기기, 인공장기, 의료정보 시스템 등으로 분류되며, 재활기기는 신체기능 

복원기기와 이동  생활 지원기기를 포함.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에는 이동  생활 지원기기를 제외한 신체기능 복원기

기에 한 기술만을 포함. 

   - 신체 기능 복원기기는 크게 의지(bionic-limb, 義肢)기술과 재활훈련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의지 기술은 인공 팔다리 기술과 생체 이식형 신경신호 센싱 기술, 재

활훈련기기는 자기 자극기, 지능형 착용형 재활훈련 시스템  가상 실 기반 

재활치료 시스템 기술이 세부기술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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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기능 증진기기: 재활  물리치료기기

[재활  물리치료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의 범 ]

 ○ (공 망 ) 신체 기능 복원기기는 상자의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계측 센서와 

기기를 구동시키는 구동기기를 모듈화 하여 신호에 따라 제어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체 기능 복원기기로 구성됨.

[주요제품 분류표(신체기능 증진기기)]

분야 분야
세부 제품

소재 /부품 장비

재활  

물리치료

기기

센서
근 센서, 균형센서, 생체신호 센서, 뇌신호 검출 센서, 

GPS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구동기기 구동모터, 감속장치, 2차 지 등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모듈/시스템
보행훈련 모듈, 신경자극기, 상하지 보조장치, 인공 

팔다리, 착용형 재활 훈련모듈,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시스템/제어 S/W
가상 실 시뮬 이터, 생체신호 수집  분석 모듈, 

바이오피드백 모듈

로그래  장치  

시뮬 이션 장치

 ⇒ 재활  물리치료기기의 범 는 상자의 치료  신체 기능 증진을 한 재활기

기에 속하는 재활기기 역이며, 제품 분류 기 으로 생체신호 검출용 센서, 구동

기기, 모듈/시스템, 시스템 제어 S/W  역을 포함. 기술 으로는 신경신호 무

구속 센싱기술, 신경 자극 기술, 기기 구동기술, 력/소형화 설계기술 등 하드

웨어 제조를 한 부품소재 등에 특징이 있는 기술 뿐 아니라, 신호 처리   

재활훈련 시스템 기술, 가상 실 시뮬 이션 등 S/W  네트워크에 련된 기술

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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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68)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294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39.8%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68)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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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61N-001
기치료; 그것을 한 회로(A61N 2/00이 우선; 체내에서 치료 

는 검사에 사용되는 도 체 A61K  50/00)
156

A61B-005
진단을 한 측정 (방사선진단A61B6/00; 음 , 음  는 아음

에 의한 진단 A61B8/00); 개인식별 
111

A61H-001
피동 인 운동용의 장치(A61H5/00이우선);진동장치;척추조정장치, .신

체충격장치,부서지지 않은 를 간단하게 교정시키는 장치    
54

A61B-017

수술용 기기, 기구 는 방법  . 압박  (A61B 18/00 이 우선; 피임

용구, 페사리(pessaries) 는 그 자체에 부착되는 것 A61F 6/00; 안

과  수술용 A61F 9/007; 이과 수술용 A61F 11/00)

52

A61B-001

시각 는 사진  검사에 의한  인체의 체강(cavities) 내부 는  

내부의 진단을 행하기 한 기기, ) 내시경( 음 , 음  는 아음

를 이용하는 인체의  체강 는 부의 진단 A61B 8/12; 세포의 표

본을 취하거나 생체 조직 검사를 한 내시경 용기도구A61B 10/04； 

수술용  A61B 17/00； 가요성이 있는 도 을 통하거나 따라 조작되

어지는 이 빔을 이용하는 수술용 기기 A61B 18/22); 그것을 한  

조명 장치( 의 검사용A61B 3/00)

38

A63B-021

측정구가 있든지 없든지 기구 는 장치의 항력을 이용 신체의 

근육 는 을 발달 는 강화시키기 한 훈련장치 ( 기  

는 자  제어A63B24/00) 

28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유럽), Medtronic,  

Inc.(미국), Terumo Corporation (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악 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3 5
Medtronic,  

Inc.
20 4 Terumo Corporation 6 1

2 Stereotaxis, Inc. 8 0

Abbott 

Diabetes Care, 

Inc.

16 0
Olympus  

Corporation
3 0

3
Abbott Diabetes 

Care Inc.
7 0

Stereotaxis, 

Inc.
12 0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4 0

4 Medtronic, Inc. 4 3

General 

Electric 

Company

8 2 TEIJIN 2 1

5
Boston Scientific 

Limited
4 2

SIEMENS 

AKTIENGESE

LLSCHAFT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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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34건 증가 

추세에서 2006년 30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해 2010년에는 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3B-023 그룹 A63B 1/00에서 A63B 23/00의 단련 장치를 한 기 는 자 제어 17

A63B-022
심장 계를 좋은 상태로 하기 해 동작의 민첩성 는 정합성을 길들이기 

해 특히 합한 훈련장치(힘 항체에 한 것 A63B 21/00)
10

A61F-005

는 의수술에의하지않는처치를 한정형외과 방법 는기구( 는

의처치를 한수술기구 는방법,그에특히 합한기구A61B17/56);간호용

기구(붕 ,피복용품 는흡수성패드A61F13/00)  

10

A61H-001
피동 인운동용의장치(A61H5/00이우선);진동장치;척추조정장치, .신체충

격장치,부서지지않은 를간단하게교정시키는장치    
8

A63B-021
측정구가있든지없든지기구 는장치의 항력을이용신체의근육 는 을발

달 는강화시키기 한훈련장치( 기 는 자 제어A63B24/00) 
8

A61H-023
타격 는진동마사지, . 음 진동을이용하는것;흡입진동마사지;진동 에의

한마사지 
5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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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주)에스에스에코텍이 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주)에스에스에코텍, 엠엔테크(주)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경상 학교

산학 력단
1 (주)에스에스에코텍 2 (주)태 랜트 1

2
남 학교

산학 력단
1 엠엔테크(주) 2 - -

3 학교법인연세 학교 1
주식회사

에스오이엔지
2 - -

4 - - 휴먼센스 주식회사 1 - -

5 - - 교우산업개발(주) 1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

요소는 조   제어장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

이 0.01인 것으로 악 됨. 

   - 모니터링 시스템  OS와 진동  주 수 발생기는 세계 비 특허의 질  수

이 낮은 것으로 단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조   제어장치(0.90), 센서

인터페이스(0.88) 순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센서인터페이스 1.01 611.70 1.25 0.80 0.00 0.88

모니터링 시스템  OS 1.36 572.04 1.14 - - -

진동  주 수 발생기 0.94 962.86 0.80 - - -

조   제어장치 0.85 582.40 0.99 1.20 0.01 0.90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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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조   제어장치(1.06), 

센서 인터페이스 (1.04), 진동  주 수 발생기(0.96), 모니터링 시스템  OS(0.94) 

순으로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진동  주 수 발생기가 17,930건으로 상 으

로 높게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4가지 구성요소  진동  주 수 발생기가 465.58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나 기술독과  수 이 다소 높았고 조   제어장치는 기술독 지수 

88.71로 낮은 수 의 기술독 력을 보임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센서인터페이스 11,486 1.04 101.09 

모니터링 시스템  OS 7,211 0.94 310.58 

진동  주 수 발생기 17,930 0.96 465.58 

조   제어장치 13,134 1.06 88.71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센서인터페이스 0.01 0.89 1.04 101.09 

모니터링 
시스템  OS

 -  - 0.94 310.58 

진동  
주 수 발생기

 -  - 0.96 465.58 

조   
제어장치

0.01 0.90 1.06 88.71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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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조   제어장치가 2.66으로 구성요소  상 으로 소기업

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1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모든 구

성요소가 2 미만으로 악 됨. 체 기술성숙도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1.4 미

만으로 소기업 진출 여건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 기술확보지수는 모니터링 시스템  OS가 4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조   제어장치가 5 으로 체 기술진입도지수에서 3.5 으로 구성요소  상

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용이 할 것으로 악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센서인터페이

스
1 2 1.4 2 4 3 2.36

모니터링 

시스템  

OS

1 1 1 4 2 3 2.2

진동  

주 수 

발생기

1 1 1 3 1 2 1.6

조   

제어장치
1 2 1.4 2 5 3.5 2.6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재활의학에 한 심 고조 

 → 시장 니즈 1 : 가격화  고성능화

 ○ 고령화 등으로 마비환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은 장애인의 일상생

활 자립과 인간 존엄을 실 하기 한 보건의료로 활발한 개발이 진행. 마비의 회

복 혹은 움직임에 한 니즈 확 로 시장 망은 매우 밝음.

 ○ 삶의 질 향상을 한 신체기능 증진분야에 한 심이 집 되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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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을 지원·복원· 체하는 기기가 특화되고 있는 실정임. 시장 확 에 따른 

경쟁제품 출시로 다양한 가격 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

고로 인한 정형외과 환자 등 다양한 소비자층 형성.

 ○ 재활  물리치료기기 련 제품은 매우 고가이고, 재활치료훈련기기는 물리치료

사를 신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의 의료기기에 불과함. 이에 따라 기기의 가격경쟁

력이 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목된 고성능 가격의 신체기능 

증진기술 개발이 필요함.

□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신체기능 증진기기 필요성 증가

 → 시장 니즈 2 : 착복형/삽입형 신체기능 증진기기

 ○ 의료기기의 착복화는 의류, 인체 착용이 가능한 물품, 그리고 다양한 패치 등을 이

용한 진단용 생체신호 측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활동성의 보장을 주된 목

으로 하고 있음.

 ○ 착복/삽입 시 활동성 보장을 해 다양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후

방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에 따른 연계산업의 합한 기술 용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 발 이 망됨.

 ○ 새로운 고기능성 경량 재료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경량화되고 있음. 근 도, 심

도 그리고 임피던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속선을 함유하고 있는 바이오셔츠가 

거의 생산 단계에 있음. 한 착복형 신체기능 증진기기에 한 제조 기업들의 

심이 증 되어 기능 고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이 속히 확 될 것으로 망됨.

□ 범용 부품을 통한 시장 기여도가 높은 부품 소재 산업

 → 시장 니즈 3 : 센서 원천기술 개발  범용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재활 

 물리치료기기

 ○ 구성부품  가장 요한 구동기기와 각종 센서들  일부 센서는 국산화가 진행

되고 있으나 이미 상용화된 가 센서는 국산화가 비 실 임. 구동기기 한 국

산화가 진행되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망

 ○ 센서에 한 원천기술 확보와 구동계  모듈에 한 고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기여도가 높은 부품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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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시장 니즈 4: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복합 의료 서비스

 ○ 한국은 반도체, 디스 이 분야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유무선 

통신 인 라를 기반으로 신체기능 증진기기 기술우  확보 가능

 ○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기존의 단순 신체기능 증진기기에서 신체 삽

입형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 감시, 방의학을 한 기기로 환하는 추세가 

뚜렷함. 

요인 Needs

- 재활의학에 한 심 고조

-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신체기능 증진기기 필요성 증가

- 범용 부품을 통한 시장 기여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

-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 가격화  고성능화

- 착복형/신체 삽입형 신체기능 증진기기

- 센서 원천기술 개발  범용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신체기능 증진기기

-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복합 의료 서비스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고령자 혹은 장애인등의 치료 부담을 경감하기 해 문가에 의한 홈 캐어 서비

스를 홈 재활 서비스 시장이라 하고 오늘날에는 개호복지사의 제도화에 따라 기업

서비스의 시장으로 성장이 기 되는 분야임.

 ○ Global Home Healthcare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000억 달러 규모를 돌

 할 것으로 상되고 연평균 7.1%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  됨. 한 고령화 사

회와 이를 한 의료기기의 발달 그리고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와의 목으로 홈 

재활서비스 시장은 잠재성장률이 높은 시장으로 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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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010.1, Global Home Healthcare Market

[홈 재활 서비스 시장 망]

 

 ○ Medical Device Sensors: Technologies and Global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장치 센

서 시장은 Semiconductor/MEMS, Passive, Electromechanical, Active 등의 기술 

분야로 구성되어 짐. 

 ○ 의료장치 센서시장의 부분 유율은 Semiconductor/MEMS가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장치 센서 시장이 반도체  미세 자기계 시스템 주의 기술로 성장하고 있

는 것으로 악 됨. 

 ○ Semiconductor/MEMS 의료장치 센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0%로 2010년 약 

53억 달러의 규모에서 2014년 64억 54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상되며 다른 

Passive, Electromechanical, Active 시장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 스 는 정

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단 :mil$) 

※ 자료 : BCC Research 2010. 02 , Medical Device Sensors: Technologies and Global

[의료장치 센서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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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발행 된 Markets and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소 트웨어 시장은 

2009년 약 5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 약 7억 8천만 달러 규모로 1.5배 성장 할 것

으로 상 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9.3%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 됨. 

     ※ 자료 : MarketsandMarkets, 2010. 2, Medical Imaging - Global Displays, and Post-Processing Software 

Market (2009 -2014), 

[의료용 소 트웨어  모니터링 시장 망]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의 모니터링 시스템  OS 분야는 련 분야의 가상

실 시뮬 이터, 생체신호 수집  분석 모듈, 바이오피드백 모듈 등의 기능으로 시

장을 주도 할 것으로 단 됨. 

 ○ 재활  물리치료를 한 진동기  주 수 발생기가 속한 기 치료 장비 센서 

시장을 살펴보면 2014년 3천2백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악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7%의 완만한 성장이 상됨 

   

※ 자료 : BCC Research, 2010. 2 , Medical Device Sensors: Technologies and Global

[ 기치료 장비 센서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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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재활  물리치료기기 등의 의료용 진동기  주 수 발생기술 분야는 고

령화된 사회와 질병  건강 리 련 헬스 어 의료기기 분야와 목되면서 다이

어트 진동기, 마사지기, 의료용 진동기(안마의자)와 같은 시장과 동반 성장 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단됨.  

(2) 무역 황 분석

□ 재활  물리치료기기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28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센서 인터페이스
기타(카드  보드) 8473.30-4090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2.90-9000

모니터링 시스템 
 OS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
로 천연색의 것)

8528.4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
로 흑백 는 기타단색)

8528.49-2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연색의 것)

8528.5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흑백 는 기타 단색)

8528.59-2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8523.40-2131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학식 매체) 8523.40-2911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학식 매체) 8523.40-29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51-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기타 반도체매체) 8523.59-21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반도체 매체) 8523.59-2920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8523.80-2210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 8523.80-2920

진동기  
주 수 발생기

부분품과 부속품(내과용․외과용․치과용 는 수의용의 기기의 기타의 기기)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  성검사용 기기) 9019.10-9000

조   
제어장치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2000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8537.20-2000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89-9090

[재활 및 물리치료기기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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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OS의 매칭된 HS 품목  무역 규모가 큰 

표  품목에 하여 조사를 수행함

□ 수출입 황

 ○ 조   제어장치 구성요소와 매칭된 품목  가장 큰 무역규모를 나타나는 품목

은 자동제어반이며, ‘10년 기  수출(165.4 Mil$), 수입(456.5 Mil$) 등으로 나타

남. 동 략제품과 매칭된 품목 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센서 

인터페이스

기타(카드  보드) 36.55 34.68 31.28 26.56 45.94 141.16 135.42 115.19 105.16 116.81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36.01 31.21 72.30 66.11 51.51 337.61 346.23 350.58 288.78 424.70

모니터링 

시스템  

OS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68.71 247.92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록한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30.81 34.05 50.07 57.34 - 264.32 323.99 248.19 266.86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9.47 12.28 10.34 7.88 - 102.27 134.89 66.25 53.02

진동기  

주 수 

발생기

부분품과 

부속품(내과용․외과

용․치과용 는 

수의용의 기기의 

기타의 기기)

32.96 26.73 30.97 30.71 32.51 57.23 85.93 93.58 79.54 93.07

부분품과 

부속품(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  

성검사용 기기)

6.28 3.38 2.65 3.47 5.53 4.28 4.57 3.68 3.65 10.88

조   

제어장치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19.01 128.82 161.80 133.03 165.43 396.49 432.51 465.49 358.17 456.46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5.82 3.52 29.14 8.49 7.33 23.91 20.14 45.60 40.97 27.95

기타(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70.41 128.52 128.07 129.33 171.13 526.88 606.75 625.24 448.09 592.40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194 -

 ○ 기타(카드  보드), 자동제어기기, 자동제어반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

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진단용 텔 비  모니터, 음성  

상 재생기 등으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카드  보드, 자동제어기기, 자동제어반 등

   - 수출 특화 분야 : 진단용 텔 비  모니터, 음성  상 재생기 등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센서  

인터페이스

기타(카드  보드) -0.59 -0.59 -0.57 -0.60 -0.44 수입특화 완화

기타(자동조 용 는 자

동제어용의 기기의 부분

품과 부속품)

-0.81 -0.83 -0.66 -0.63 -0.78 수입특화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OS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

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

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31 -0.66 -0.86 -0.80 -0.97 수입특화 강화

컴퓨터 소 트웨어를 수

록한 것( 이  독장치

용 디스크)

- -0.79 -0.81 -0.66 -0.65 수입특화 완화

명령․테이타․음성  

상을 재상하는 것( 이

 독장치용 디스크)

- -0.83 -0.83 -0.73 -0.74 수입특화

진동기  

주 수 발생기

부분품과 부속품(내과

용․외과용․치과용 는 

수의용의 기기의 기타의 

기기)

-0.27 -0.53 -0.50 -0.44 -0.48 수입특화 

부분품과 부속품(기계요

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

기  심리학  성검사

용 기기)

0.19 -0.15 -0.16 -0.03 -0.33 수입특화 강화

조   

제어장치

자동제어반( 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0.54 -0.54 -0.48 -0.46 -0.47 수입특화

자동제어반( 압이 1,000

볼트를 과하는 것)
-0.61 -0.70 -0.22 -0.66 -0.58 수입특화 강화 

기타(자동조 용 는 자

동제어용의 기기
-0.76 -0.65 -0.66 -0.55 -0.55 수입특화 완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

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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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terminal,visual,items,users,cabinetinterfaces,take,tracking,inputs,Authorizedcabinet,ca

binets,interfaces

CR_2 interfaces,take,tracking,inputs,Authorizedcabinet,cabinets,interfaces

CR_3 image,imaging,user,fluiddrive,motor,speed,transmission

CR_4

communicate,security,proximity,general,wirelessly,wornpatient,apparatus,unit,image,

endoperator,examination,memory,switch,area,electrode,Field,software,caremodule,ext

ernal,pump,images,functionimages,automatically,application,equipmentcode,terminal

s,distribution,semiconductor,viewing,Voice,subsystem,sleeve,transceiver,workstation,

left,programmer,stop,medication,air,respiration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재활  물리치료기기 포지션맵 작성 

[재활  물리치료기기 포지션맵]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는 23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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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5
therapy,heart,Detection,monitoringDetection,detecting,determined,predeterminedvid

eo,evaluation,local,analysis,performance,movements,audio,injection

CR_6

blood,positioned,region,substantially,particularmember,surface,portionelement,positi

on,membercatheter,along,material,base,housingobject,diagnosis,purposes,hand,scanni

ng,telemetry,reservoir

CR_7
station,mobile,camera,linkdevices,body,usedinstrument,Surgical,catheter,drive,rehabil

itation,tissuemedical,control,device,patient,temperature

CR_8 radiation,optical,directedstorage,support,access,selected,agent

CR_9
end,element,circuit,therapy,storage,instrument,digitalatrial,ventricular,pacemaker,ope

rates,delay,IMD,charge,administration,code,working,waves,health,scanner

CR_10

apnea,airway,congestive,elevated,gains,leakage,phases,beneficial,treatments,involvesp

ressure,sensor,coupled,treatment,basedtransmission,transmitting,capable,forcetelemet

ry,transmit,automatic,setting,line,component,implant

CR_11
pump,controls,voltageneural,stimulator,brain,ultrasound,newcircuit,electrical,configu

red,comprising,operatingtissue,energy,high,module

CR_12

temperature,changes,sensing,operator,service,valve,coating,terminal,battery,impairme

nthousing,part,located,conditioncontainer,heat,structure,mechanical,responsive,length

,adjustable

CR_13

unit,first,data,devicesrobot,robotic,distance,sliding,holding,effector,restraining,indicat

or,reservoirs,hole,console,nerve,cover,grasping,error,members,raw,identification,resor

ption,spray

CR_14 fluid,delivery,pressure,power

CR_15 power,source,embodiments,communication

CR_16 user,display,include

CR_17 embodiments,disposed,applications

CR_18 battery,cells,resistance,Cell,secondary,gas,video,database,bone,person

CR_19 agent,drug,therapeutic,blood

CR_20 barrier,Isolation,filter,sides,across,phase,highly,communicated,isolated

CR_21 digital,supply,single,current,received,side,barrier

CR_22 compounds,double,short

CR_23 enzyme,PCR,family,enzy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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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센서 인터페이스

사용자 시각화 센서 개발

근 도 측정 시스템의  개발

동작의도 감지 메커니즘 기술

모듈형 근 신호측정 센서 개발기술

코  극 기반 신경신호 분석기술

융합센서기반(EMG, EEG, EKG) 신호분석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OS

사용자 편의 고속 화면 송 기술 개발

무선 송신 모니터링 기술 개발

안드로이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OS 개발

무선 력 송수신 시스템 개발

다채  신호의 개별 필터링 처리 기술

생체신호기반 보행훈련장치 개발기술

욕창방지용 다채  공압측정셀 개발기술

원거리 기반 실내 낙상모니터링 기술

진동기  주 수 

발생기

피부 식 진동발생기 개발

주 수 형을 활용한 심장 박동 발생기 개발

음  기반 주   원 외선 발생 모듈 개발

주  진동온열 자극기 제조기술

진동 자극 패드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

진동 시뮬 이션을 한 고주 수 발생기 제작 기술

기자극강도 조 을 한 주 수 변환 기술

감각인지  감각 피드백 기술

조   제어장치

유  인터페이스 기반 제어장치 시스템 개발

무선통신기반 온도조  장치 개발 

온도 측정용 외선 센서 제어기술

생체내 모터 펌   밸  제어기술의 개발

력 이  제어기술

유체의 부하반응식 공압 제어 기술

인체맞춤형 보조 로  메커니즘 설계기술

보행보조장치의 보행동작인지  보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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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센서 
인터페이스

사용자 시각화 센서 개발 - - - -

근 도 측정 시스템의  개발 - - - -

동작의도 감지 메커니즘 기술 - - - -

모듈형 근 신호측정 센서 개발기술 - - - -

코  극 기반 신경신호 분석기술 - - - -

융합센서기반(EMG, EEG, EKG) 신호분석 기술 - - - -

모니터링 
시스템  

OS

사용자 편의 고속 화면 송 기술 개발 - - - -

무선 송신 모니터링 기술 개발 - - - -

안드로이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OS 개발 - - - -

무선 력 송수신 시스템 개발 - - - -

다채  신호의 개별 필터링 처리 기술 12% - - 12%

생체신호기반 보행훈련장치 개발기술 - - - -

욕창방지용 다채  공압측정셀 개발기술 - - - -

원거리 기반 실내 낙상모니터링 기술 - - - -

진동기  
주 수 
발생기

피부 식 진동발생기 개발 12% - - -

주 수 형을 활용한 심장 박동 발생기 개발 - - - -

음  기반 주   원 외선 발생 모듈 개발 25% - - 12%

주  진동온열 자극기 제조기술 63% - - 50%

진동 자극 패드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 - - - 12%

진동 시뮬 이션을 한 고주 수 발생기 제작 기술 12% - - 12%

기자극강도 조 을 한 주 수 변환 기술 25% - - 25%

감각인지  감각 피드백 기술 12% - - 25%

조   
제어장치

유  인터페이스 기반 제어장치 시스템 개발 - - - -

무선통신기반 온도조  장치 개발 - - - -

온도 측정용 외선 센서 제어기술 12% - - 12%

생체내 모터 펌   밸  제어기술의 개발 - - - -

력 이  제어기술 - - - -

유체의 부하반응식 공압 제어 기술 12% - - 12%

인체맞춤형 보조 로  메커니즘 설계기술 - - - -

보행보조장치의 보행동작인지  보행기술 12% - - 12%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9기업의 결과 임.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에서 ‘ 주  진동온열 자극기 제조기술’은 설문 응답 기

업 가운데 63%가 보유하고 있으며, 5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 음  기반 주   원 외선 발생 모듈 개발’을 보유기술(25%), 소

기업형 기술(25%)로 나타났으며, ‘온도 측정용 외선 센서 제어기술’은 보유기술

(12%), 소기업형 기술(12%)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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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바이오고령친화의료기기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재활  물리치료기기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물리치료기기, 라즈마의료기, 고압 워, 고주 치료기, 이비인후과 진료장비, 물리치

료기, 재활의료용침 , 동침 , 이 암치료기, 보행보조장치, 코일 선, 주 치료

기, 물, 음 치료기, 호흡기치료장비, 재활치료기, 피부 이

해외 기업
KONINKLIJKE  PHILIPS, Medtronic, Terumo, Olympus, Stereotaxis, Abbott Diabetes 

Care, Medtronic, General Electric, TEIJIN, YASKAWA ELECTRIC

국내 기업

기업 (주)태 랜트

소기업

이 옵택, 제이더블유 외제약, 메드트로닉코리아, 세림메디칼, 한화

메디칼, 썸텍, 메디 , 씨알테크놀러지, 양의료기, 메가메디칼, 원

메디텍, 원테크놀러지, 성수 라스틱, (주)에스에스에코텍, 엠엔테크㈜, 

에스오이엔지, 휴먼센스

 ○ 재활  물리치료기기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소기

업의 부분은 장비  완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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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센서 인터페이스

사용자 시각화 센서 개발 특

근 도 측정 시스템의 개발 특

동작의도 감지 메커니즘 기술 특

모듈형 근 신호측정 센서 개발기술 특

코  극 기반 신경신호 분석기술 특

융합센서기반(EMG, EEG, EKG) 신호분석 기술 특

모니터링 시스템   

OS

사용자 편의 고속 화면 송 기술 개발 특

무선 송신 모니터링 기술 개발 특

안드로이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OS 개발 특

다채  신호의 개별 필터링 처리 기술 특

생체신호기반 보행훈련장치 개발기술 특

욕창방지용 다채  공압측정셀 개발기술 특

원거리 기반 실내 낙상모니터링 기술 특

진동기  주 수 

발생기

피부 식 진동발생기 개발 특

음  기반 주   원 외선 발생 모듈 개발 특

주  진동온열 자극기 제조기술 특

진동 자극 패드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 특

진동 시뮬 이션을 한 고주 수 발생기 제작 기술 특

기자극강도 조 을 한 주 수 변환 기술 특

감각인지  감각 피드백 기술 특

조   제어장치

유  인터페이스 기반 제어장치 시스템 개발 특

무선통신기반온도조 장치개발 특

온도 측정용 외선 센서 제어기술 특

력 이  제어기술 특

유체의 부하반응식 공압제어기술 특

인체맞춤형 보조 로  메커니즘 설계기술 특

보행보조장치의 보행동작인지  보행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바이오

- 1201 -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센서인터페

이스

사용자 시각화  센서 

개발

센서 인식  

정 도(%)
80 85 90 90

동작의도 감지 메커니즘 

기술

응답속도(delay  

time)
200 ms 100 ms 50 ms 50 ms

융합센서기반(EMG, 

EEG, EKG) 신호분석 

기술

신호패턴분류 

(개수)
3 4 5 5

 ○ 의료기기 자체가 목 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구 이 되어 범용기술과 특정제품

기술이 섞여 있음. 범용 기술 이외, 특정 제품에 한 요소기술이더라도 시장성이 

높으며 국내 기업 경쟁력이 우수한 경우 요소기술로 두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단됨. 의료기기 시장이 유비쿼터스, 개인화 등의 트 드와 함께, 가격화 등

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핵심기술의 기능향상, 이들과 융합기술의 결합 등을 감안

한 핵심요소기술 선정이 필요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센서인터페이스

사용자 시각화 센서 개발

동작의도 감지 메커니즘 기술

융합센서기반(EMG, EEG, EKG) 신호분석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안드로이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OS 개발

다채  신호의 개별 필터링 처리 기술

조   제어장치

온도 측정용 외선 센서 제어기술

력 이  제어기술

인체맞춤형 보조 로  메커니즘 설계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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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모니터링 

시스템

안드로이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OS 

개발

유효동시 

디스 이채
2 4 8 8

다채  신호의 개별 

필터링 처리 기술
채 (개수) 2 4 8 8

조   

제어장치

온도 측정용 외선 

센서 제어기술

공간해상도/온도분

해능 

0.88 

mrad/0.07 ℃

0.65mrad/0.0

5 ℃
　

0.65mrad/0.03 

℃

력 이  제어기술 출력 (mW ) 200 400 　 400

인체맞춤형 보조 로  

메커니즘 설계기술

토크(Nm), 

무게(KG)
80, 20 90,19 100,18 100,18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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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기능 대치 제품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인체기능 치제품이란 질병, 퇴행성 는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조직의 기능을 

신하기 해 인체에 용되는 제품을 말함.

 ○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퇴행성 질병의 증가와 생활 수 의 향상으로 활동의 증가

는 인체 기능의 하를 유발함. 이러한 인체 기능의 하는 생활의 제약과 고통

을 가져와 삶의 질을 크게 하시킴. 그러나 아직까지 손상된 조직 자체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인체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한 인체기능 치제품의 사용이 유일한 선택임.

 ○ 근래에는 활발한  활동, 산업 발   식생활 변화로 노인층에서 많은 수요

가 있던 인체기능 치제품이 은층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나. 범

 ○ (제품 분류 ) 인체  손상으로 인해 정상 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환자를 

해 손상된 을 체하는 인공  (artificial joint), 고령 는 과도한 소음

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난청을 보 할 수 있는 보청기, 산업화로 인한 스트 스 

증가  풍요로운 식생활 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 계 착을 복원하기 

해 사용되는 스텐트 등이 있음.

 ○ (공 망 분류 ) 인체기능 치제품은 인공 , 보청기  스텐트 등의 제품

의 원료, 소재, 부품, 모듈,  제조  가공기술을 포함함.

(1) 인공 

- 주요한 구성 소재는 속 (코발트 크롬, 타이타늄 합 )과 부에 사용되는 폴

리머 ( 고분자 폴리에틸 ), 세라믹 등의 소재가 사용되나 근래에는 와의 

합력과 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해 코 , 복합재 등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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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속 부분은 주조  단조를 통해 기본 형태를 만들고 정  삭 가공을 

최종 형상을 완성함. 고분자의 경우 사출과 정  삭을 통해 가공함. 

- 장기간 인체에 삽입되기 때문에 세척과 멸균 후 멸균 포장된 상태로 환자에 공

됨.

(2) 스텐트

- 의 착 부  확장을 해 사용되는 스텐트는 주로 속 소재 (코발트 크롬, 

스테인 스 스틸, 니티놀) 로 제조되며, 삽입 후 확장되는 특성을 고려 망상 구

조로 제작됨.

- 속으로만 구성된 스텐트 (Bare Stent)에 비해 근래에는 재 착이 발생하는 문

제 을 개선하기 해 약물을 코 하여 삽입 후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는 스텐트 

(Drug Eluting Stent)가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독일에서는 마그네슘 합

을 이용한 생분해성 합  스텐트 (Biodegradable stent)가 연구되고 있음.

- 소형이면서도 복잡한 형상을 정 하게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tube 형태의 

에 이 로 형상을 가공하여 형상을 완성시킴. 가공 후 거친 면은 인체에 삽

입시  다른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산세 등을 통해 표면을 부드럽게 

가공함.

- 약물이 방출되는 스텐트의 경우 완성된 구조물에 약물을 코 하는데, 사용하는 

물질과 방법은 공 자마다 다름. 하지만, 아직까지 약물 방출을 제어하는 기술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음.

- 하지만 약물 방출 속 스텐트는 궁극 인 재 착을 방지할 수 없어서, 착된 

을 확장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체내에서 분해되어 사라질 수 있는 고분자 

소재로 제조된 스텐트도 출시되어 있음.

(3) 보청기

- 난청 해소를 해 사용되는 인체 치 제품인 보청기는 소리의 수집, 증폭을 

한 IC 회로 부분과 그 외형을 감싸는 라스틱으로 구성됨.

- 기술 발 으로 인한 회로의 고집 화와 배터리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체 인 

크기가 매우 작아지고 있음.

- 착용자의 편의와 심리  부담을 이기 해 착용시 보이지 않는 형태를 해 

다양한 고분자 소재가 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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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69)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5,106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

별 출원동향에서, 일본 특허가 체의 34.5%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69)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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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61F-002

에이식할수있는필터；보철,즉,신체의각부분을 한인공 용품 는 체물；신체와그것

들을결합하기 한기구；인체의 상구조를개존시키는 는붕괴를방지하는장치, .스텐트(미

용상의물품에 해서는, 련하는서 클래스를참조, .가발,hairpieceA41G3/00,A41G5/00,인

조손톱A45D31/00；치과보철A61C13/00；보철재료A61L27/00；인공심장A61M1/10；인공

신장A61M1/14) 

1484

A61C-008
자연치를강화하거나치과보철을고정하기 해악골(jaw-bone)에고정하는장치;치과용임

란트;이식용공구(입속에서작은앞니(peg-teeth)의고정A61C13/30) 
636

A61L-027
보철 는 피복을 한 보철(의치  A61C 13/00; 보철의 형상 는 구조 A61F 

2/00; 의치를 한 조정물의 사용 A61K 6/02; 인공신장 A61M 1/14)
345

A61B-017

수술용 기기, 기구 는 방법  . 압박  (A61B 18/00 이 우선; 피임용구, 페사리

(pessaries) 는 그 자체에 부착되는 것 A61F 6/00; 안과  수술용 A61F 9/007; 이과 

수술용 A61F 11/00)

341

A61F-009

의치료를 한방법 는기기；콘택트 즈장착용구；사팔뜨기교정용구；맹인을유도

하는기구；신체에장착하든가 는손에가지고다니는 의보호장치( 을보호하는수단을

가지는캡A42B1/06；헬멧용바이 A42B3/22； 세척컵A61H35/02；안경과같은특징

을가지는선 라스 는고 G02C) 

35

A61F-005

 는 의 수술에 의하지  않는 처치를 한 정형외과  방법 는 기구(  

는 의 처치를 한 수술기구 는 방법, 그에 특히 합한 기구 A61B  

17/56); 간호용 기구(붕 , 피복용품 는 흡수성 패드 A61F 13/00)

34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의 삼극특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lamel  

Technologies(유럽), SpineCore,  Inc.(미국), Rion Co., ltd(일본) 등이 3 지역 특허

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Flamel  

Technologies
0 10

SpineCore,  

Inc.
2 19 Rion Co., ltd 42 7

2 SpineCore, Inc. 3 6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Inc.

9 7 Panasonic 34 3

3 Phonak AG 7 1

Boston 

Scientific 

Scimed,  Inc.

7 4

NGK SPARK 

plug  Co., 

ltd

16 0

4

Abbott 

Cardiovascular 

Systems  Inc.

1 7
Depuy Spine, 

Inc.
6 4

Kyocera  

Corporation
14 2

5

Boston 

Scientific 

Limited

4 4

The Penn State 

Research  

Foundation

7 0
Yamaha 

Corporation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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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동향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21건 증가 추세

에서 2008년 185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에 환해 2010년에는 41건이 출원된 것

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의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C-008
자연치를강화하거나치과보철을고정하기 해악골(jaw-bone)에고정하는장치;치과용임 란트;이식
용공구(입속에서작은앞니(peg-teeth)의고정A61C13/30) 

368

A61F-002

에이식할수있는필터；보철,즉,신체의각부분을 한인공 용품 는 체물；신체와그것들을결합하
기 한기구；인체의 상구조를개존시키는 는붕괴를방지하는장치, .스텐트(미용상의물품에 해서는,

련하는서 클래스를참조, .가발,hairpieceA41G3/00,A41G5/00,인조손톱A45D31/00；치과보철
A61C13/00；보철재료A61L27/00；인공심장A61M1/10；인공신장A61M1/14) 

174

A61L-027
보철 는 피복을 한 보철(의치  A61C 13/00; 보철의 형상 는 구조 A61F 2/00; 의치를 한 조정물의 사용 
A61K 6/02; 인공신장 A61M 1/14)

74

A61B-017
수술용 기기, 기구 는 방법  . 압박  (A61B 18/00 이 우선; 피임용구, 페사리(pessaries) 는 
그 자체에 부착되는 것 A61F 6/00; 안과  수술용 A61F 9/007; 이과 수술용 A61F 11/00)

63

A61F-009
의치료를 한방법 는기기；콘택트 즈장착용구；사팔뜨기교정용구；맹인을유도하는기구；

신체에장착하든가 는손에가지고다니는 의보호장치( 을보호하는수단을가지는캡A42B1/06；헬
멧용바이 A42B3/22； 세척컵A61H35/02；안경과같은특징을가지는선 라스 는고 G02C) 

7

A61F-011
귀의치료를 한방법 는용구, .수술용구;신체에장착하는지 는가지고다니는귀의보호장치(머리
에착용하는것, .귀를보호하기 한수단을갖는뚜껑 는헬멧은A42B1/06,A42B3/16) 

5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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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신세스 게엠바하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과 학/연구기 을 심으로 출원 활동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

건수
소기업

특허

건수
기업

특허

건수

1 한국과학기술원 14 신세스 게엠바하 42 삼성 자주식회사 10

2 조선 학교산학 력단 10 오스템임 란트 주식회사 26 주식회사 팬택 4

3 연세 학교 산학 력단 10
워쏘우 오르쏘페딕 인코

포 이티드
18 - -

4 한국기계연구원 3 주식회사 메가젠임 란트 17 - -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주식회사 덴티움 10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

소는 인공의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2인 것

으로 악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보청기(1.76), 인공의지(1.09), 

생체기능 장치(0.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기  기술활동도는 생체기능장치가 

1.20으로 가장 높게 악 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인공의지(artificial limb) 1.57 155.38 1.19 1.47 0.02 1.09 

보청기(청각 용SoC) 0.93 353.29 0.59 1.32 0.01 1.76 

생체 기능 장치 0.96 631.33 1.20 0.79 0.01 0.77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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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인공의지(2.38), 생체기능 

장치(1.03), 보청기(0.59)순으로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인공의지가 3,296건으로 기

술확보를 한 패 리 특허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보청기와 인공의지는 기술독 지수가 400  이상으로 기술독 률

이 상 으로 높았고 생체기능 장치는 96.10으로 낮은 기술독 수 을 보임.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인공의지 (artificial limb) 3,296 2.38 484.64 

보청기(청각 용SoC) 3,155 0.59 596.23 

생체 기능 장치 9,466 1.03 96.10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인공의지

(artificial limb)
0.03 1.10 2.38 484.64  

보청기(청각 용SoC) 0.02 1.76 0.59 596.23 

생체 기능 장치 0.02 0.78 1.03 96.10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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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

을 살펴보면, 보청기가 2.84로 구성요소  상 으로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

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지수는 모든 구성요소가 2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는 보청

기가 5 으로 가장 높게 악 됨.

   - 기술확보지수는 보청기가 5 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생체기능장치가 5

으로 련 분야의 특허가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단되며, 체 기

술진입도지수에서 3.5 으로 소기업 진입 여건이 상 으로 용이할 것으로 

악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인공의지

(artificial  limb)
2 4 2.8 1 1 1 1.72

보청기

(청각 용SoC) 
1 5 2.6 5 1 3 2.84

생체 기능 장치 1 1 1 2 5 3.5 2.5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시장 니즈 1: 고령화로 인한 시장 수요 증

[고령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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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년 11.1 %에서 2020 년 15.6 %로 2050 년에는 38.2 %로 (超)고령사회에 도

달할 것으로 망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인체 조직의 마모  인체 기능의 하로 인해 인체기능 

치제품의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

 ○ 산업화에 따른 스트 스성 질환과 생활습 성 질환의 증, 산업재해  교통재

해의 꾸 한 증가는 지속 인 인체기능 치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 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 활동의 증가  삶의 질 향상

 → 시장 니즈 2:  삶의 질 개선에 한 수요 증

 ○ 소득 증 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로 퇴행성 염  사고를 입게 되는 환자가 

늘어나 수요가 커짐.

 ○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심  질환이 격히 늘어나면서 련된 스텐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 치료에 한 비용 부담으로 고통을 감수하던 환자들이 소득의 증가로 극 인 치

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

 ○ 의료 보험 제도, 개인 의료 보험 등 복지 기반이 환자의 경제  비용을 경감시키

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한 환자들의 수요가 증 됨.

□ 생체 재료  수술 기법 등의 발달

 → 시장 니즈 3: 기술을 용한 수요 확

 ○ 인체기능 치제품 시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 인식의 변화로 증 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체기능 치제품의 수명을 늘리기 해 고장의 원인인 마모(wear), 피로(fatigue), 

내구성(durability) 등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해 제조업체들이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그 결과, 기존 제품보다 고수명의 제품들이 출시되어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음.

 ○ 인체기능 치제품의 체내 삽입을 해 시행되는 통 인 역 개 수술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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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외에 최소 침습 수술 (minimally invasive surgery) 용 수술 기법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 환자의 수술 부 를 최소화하고, 출 을 임으로써 환자의 만족

도를 높여주고 있음.

 ○ 인공 의 경우 최근에는 정 한 수술을 한 수술용 로 들이 개발되어 실제 

임상에 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진화는 환자 유치를 한 마  효과와 

함께 수술에 한 부담을 지닌 환자의 심리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종합 병원, 문 병원 등의 출 으로 인체기능 치제품을 체내에 삽

입할 수 있는 진료 기 과 훈련된 의료진들이 늘어나면서 화되고 있음.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인공의지(Artificial limb)

 ○ 인공의지 시장은 손 ·발 는 의 일부 결손에 하여, 외형상 는 기능상으

로 합하도록 인공 을 만드는 시장으로 고령화 사회와 의료기술의 발 과 함

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상됨 

       (단 :mil$)

           ※ 자료 : BCC Research 2011.01, BONE REPAIR AND REGENERATIVE PRODUCTS MARKET

[골  치유  재생 련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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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  치유  재생 련 2011년 발행 된 BCC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련 시

장은 골  치료기 시장, 인공 골 체품 시장, 인간  제품 시장으로 분류 되어 

있음. 

 ○ 골  치료기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3.9% 성장

을 통하여 2015년에는 약 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상됨. 

   - 인간  제품은 연간 0.9%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체 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골  치유  재생 분야는 인공 골 체품 기술을 기반으로 시

장은 성장 할 것으로 단됨  

    

□ 보청기(청각 용 SoC)

 ○ 2010년 발행 된 GBI Research, Hearing Aids Market, Global, Revenue에 한 시

장 보고서에 따르면 보청기 시장은 디지털 보청기와 아날로그 보청기 시장으로 분

류 되어 있음.

 ○ 보청기 시장 규모 체의 99%를 디지털 보청기가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9.2%의 고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날로그 보청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 스를 보이며 

차 사양화되는 추세임.  

                  (단 :mil$)

※ 자료 : GBI Research, 2010.11 , Global Home Healthcare Equipment Market - Category

[보청기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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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기능장치

 ○ 손상된 조직 자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기능 

체제품의 사용은 수명연장과 인체기능 하를 한 유일한 선택으로 고령화 사

회와 의료기술의 발 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 

 ○ 생체 기능 장치의 표 인 품목인 인공심장 막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약 15억 달러의 규모로 연평균 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상되며 향후 잠재성장률

이 높은 시장으로 단됨. 

※ 자료 : GBI Research, 2010.11 , Global Home Healthcare Equipment Market - Category

[인공심장 막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인체기능 체제품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3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인공의지(Artificial limb) 인조 을 제외한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9021.39-0000

보청기(청각 용 SoC) 보청기 9021.40-0000

생체 기능장치 심장박동기 9021.50-0000

[인체기능 체제품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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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인공의지 련 품목의 무역규모는 ‘10년 기  수출(11.9 Mil$), 수입(72.5 Mil$) 

등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매칭된 품목 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인공의지

(Artificial limb)

인조 을 

제외한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0.84 1.24 2.54 4.50 11.89 47.44 53.92 60.72 59.76 72.52

보청기

(청각 용 SoC)
보청기 0.07 0.06 0.30 0.24 0.14 2.78 2.80 3.53 3.89 4.67

생체 기능장치 심장박동기 0.09 0.14 0.19 0.003 0.12 5.97 6.14 6.49 6.56 8.32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 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인공의지, 보청기, 심장박동기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인조 을 제외한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은 ’08년을 기 으로 수입이 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인공의지

(Artificial limb)

인조 을 제외한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0.97 -0.95 -0.92 -0.86 -0.72 수입특화 완화

보청기

(청각 용 SoC)
보청기 -0.95 -0.96 -0.84 -0.88 -0.94 수입특화

생체 기능장치 심장박동기 -0.97 -0.95 -0.94 -1.00 -0.97 수입특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

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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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onomers,stents,groups,patchesball,opposing,separated,socket,pair,baseplates,rangerange,i

nterference,limited,mounted,compression

CR_2 bone,joint,ball,modulejoint,disc,structure

CR_3
fluid,membrane,pressure,gas,appliedCell,modified,conditions,surgical,properties,usefulgas,

flow,blood,water

CR_4
body,patient,implant,includeheart,valve,prevent,member,fluid,Cellimplant,medical,implant

ableproperties,mechanical,strength,applications

CR_5
lipid,bilayer,tear,eye,seat,nozzle,code,lung,femoral,particles,Wind,paginglayer,contact,supp

ortplasma,stage,spark,responses,lift,physicaladapted,relates,providing

CR_6 plurality,combination,improveddevice,artificial,signalhousing,end,connected,two,unit,used

CR_7
unit,control,data,comprisingsource,operation,different,interfacesection,setting,line,phone,ter

minal,speech,array,film

CR_8 feedback,filter,voltage,adjustingmicrophone,sound,ear,signalsfirst,second,microphone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 포지션맵 

작성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 포지션맵]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는 23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

워드는 아래와 같음



바이오

- 1217 -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audio,AIDS,acoustic,transducer,batterytransducer,response,frequency,noisenoise,level,direc

tional,digitalfaceplate,modular,earpiece,vibrator,middle,reproduction,motorshell,electronic,

outer

CR_10
side,arranged,connectionchamber,front,actuator,mounting,elements,networkdifferent,charac

teristics,order

CR_11
volume,predetermined,particularelement,position,plurality,sourceantenna,mobile,electroma

gnetic,coil,mode,programming,along

CR_12
wireless,transmission,communicationbattery,circuit,wireless,part,element,componenttube,ar

ea,located,side,volume,shell

CR_13

nail,entire,attaching,growth,fingernail,shells,plasma,loop,facet,scaffold,muscle,sheath,angle,

copolymer,temperature,porous,telecoil,graftfilm,formation,biological,prosthesis,making,cath

eter,attachment,ring,tool

CR_14

nail,entire,attaching,growth,fingernail,shells,plasma,loop,facet,scaffold,muscle,sheath,angle,

copolymer,temperature,porous,telecoil,graft,film,formation,biological,prosthesis,making,cat

heter,attachment,ring,tool

CR_15 obstruction,vulnerable,duct,chronic,bioactive

CR_16 signal,System,method,first

CR_17 surface,material,biocompatibility,devices,body,housing,audio,bone

CR_18
image,video,threshold,determining,sample,dye,section,portable,model,solution,oral,zirconi

um,electrode,nail,lipid

CR_19 light,optical,sensor,cells,implanted,chamber,layer

CR_20 member,movement,plate,bearing,natural

CR_21 interface,memory,computer

CR_22 hearing,aid,device,surface,image

CR_23 module,set,coupling,feedback,antenna,light,heart,polymer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인공의지(Artificial limb)

무선 충 식 인공의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인공피부 표면생체  합성재료 제조 기술 

생물학  손톱재료 제조 기술

경량화 고내구성 인공의지 소재 제조기술

에 지 장형 의지 설계기술

생체역학 임상평가 기  개발

작업성과 내구성이 향상된 의지 socket moling을 한 소재 개발

인공근육을 이용한 prosthesis 의 시스템 기술

고효율 생체 합성 의지 소재 개발

보청기(청각 용 SoC)

자동화된 노이즈 감소 기술 개발

생체신호 기반 배터리트랜스듀서 기술 개발

인체형 블랙박스 기반 보청기 제조기술

환경 응형 청각신호 처리기술

력 고효율 보청기 진동 시스템 기술

보청기 청각 용 칩 소형화 기술

생체 기능장치

디스크 보조용 내/외골격 시스템 개발

심장 액 역류 방지용 벨  시스템 개발

실시간 찰이 가능한 부정맥 치료기 개발

생체 합형 액펌  제조기술의 개발

인공 스텐트 고정기술 개발

생체 합형 액펌  고분자 화합물 제조기술

인공장기  implant의 구조 설계 기술

내구성과 implantable properties가 향상된 인공장기 기술

기세포를 활용한 생체 합성 인공장기 기술

생체 합형 액펌  고분자 화합물 제조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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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인공의지

(Artificial 

limb)

무선 충 식 인공의지 배터리 시스템 개발 - - - -

인공피부 표면생체  합성재료 제조 기술 - - - -

생물학  손톱재료 제조 기술 - - - -

경량화 고내구성 인공의지 소재 제조기술 - - - -

에 지 장형 의지 설계기술 - - - -

생체역학 임상평가 기  개발 - - - -

작업성과 내구성이 향상된 의지 socket moling을 한 소재 개발 - - - -

인공근육을 이용한 prosthesis 의 시스템 기술 - - - -

고효율 생체 합성 의지 소재 개발 - - - -

보청기

(청각 용 

SoC)

자동화된 노이즈 감소 기술 개발 - - - -

생체신호 기반 배터리트랜스듀서 기술 개발 14% - - 14%

인체형 블랙박스 기반 보청기 제조기술 57% - - 57%

환경 응형 청각신호 처리기술 - - - -

력 고효율 보청기 진동 시스템 기술 - - - -

보청기 청각 용 칩 소형화 기술 71% - - 71%

생체 

기능장치

디스크 보조용 내/외골격 시스템 개발 - - - -

심장 액 역류 방지용 벨  시스템 개발 - - - -

실시간 찰이 가능한 부정맥 치료기 개발 - - - -

생체 합형 액펌  제조기술의 개발 - - - -

인공 스텐트 고정기술 개발 - - - -

생체 합형 액펌  고분자 화합물 제조기술 - - - -

인공장기  implant의 구조 설계 기술 - - - -

내구성과 implantable properties가 향상된 인공장기 기술 - - - -

기세포를 활용한 생체 합성 인공장기 기술 - - - -

생체 합형 액펌  고분자 화합물 제조기술의 개발 - - - -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에서 ‘보청기 청각 용 칩 소형화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71%가 보유하고 있으며, 71%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인체형 블랙박스 기반 보청기 제조기술’을 보유기술(57%), 소기업형 기

술(57%)로 나타났으며, ‘생체신호 기반 배터리트랜스듀서 기술 개발’은 보유기술

(14%), 소기업형 기술(14%)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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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인체기능 체제품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보청기, 반도체 표면처리, 의료용기기 제조 ,신체 보정용기기제조, FPCB, 의료기기 개발제조

해외 기업
Flamel, SpineCore, Rion, Panasonic, Phonak AG, Boston Scientific Scimed, NGK SPARK plug, 

Depuy Spine, Yamaha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팬택

소기업

세기보청기, 이티 탈, 바텍, 남신약품, 이티 탈, 인과학, 비 라운 코리아, 

동방헬스다인, ㈜알고코리아, 에스피텍, 포낙코리아, 삼미 음향기술, 베토벤 보청기, 

원더메디텍, 세기스타, 신세스 게엠바하, 오스템임 란트, 메가젠임 란트

 ○ 인체기능 체제품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소기업

의 부분은 단 부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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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인공의지

무선 충 식  인공의지 배터리 시스템 개발 특

인공시각기술

다자유도 바이오닉 핸드기술

신경신호제어 인공 팔(손목, 팔꿈치, 어깨) 기술

경량화 고내구성 인공의지 소재 제조기술 특

에 지 장형 의족 설계기술 특

생체역학  임상평가 기술 개발

작업성과 내구성이 향상된 의지 socket 소재 개발 특

인공근육을 이용한 prosthesis 의 시스템 기술 특

고효율 생체 합성 의지 소재 개발 특

바이오닉 동력의지의 개발 특

보청기

자동화된 노이즈 감소 기술 개발 특

생체신호 기반 배터리트랜스듀서 기술 개발 특

인체형 블랙박스 기반 보청기 제조기술 특

력 고효율 보청기 진동 시스템 기술 특

보청기 청각 용 칩 소형화 기술 특

환경 응형 청각신호 처리기술 특

인공

인공   설계를 한 인체측정학 설계 기술

외산 제품 특성 평가를 한 역설계 기술

비구부, 퇴골, 경골, , 슬개골 요소 설계 기술

수술 기구  멸균 tray 설계 기술

구성 요소 제조를 한 주조 기술

주조재 곡면 연삭  정 연마 기술

구성 요소 제조를 한 단조 기술

다축 장비 제어를 통한 정 삭 기술

폴리머  세라믹 부 정  가공 기술

생체 계면력 향상을 한 표면 개질 기술

속학  평가 기술

임상환경에 따른 생체역학  평가 기술

생체기능 체장치

생물학  안정성 평가기술

디스크 보조용 내/외골격 시스템 개발 특

심장 액 역류 방지용 벨  시스템 개발 특

실시간 찰이 가능한 부정맥 치료기 개발 특

생체 합형 액펌  제조기술의 개발 특

인공 스텐트 고정기술 개발 특

생체 합형 액펌  고분자 화합물 제조기술 특

[핵심요소기술 조정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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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일부 바이오부분에 한 요소기술 포함되어 있어 삭제, 기술명에 한 벨 조정을 통

해 재정비함. 략제품 정의  범  부분에서 포함된 인공 이 특허 기반 요소기술 

도출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한 요소기술 추가함. 인공의지, 보청기, 인공 을 제

외한 제품(생체기능 체장치로 분류)의 경우, 여러 개의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의 의미

여서 범용기술이 아닌 특정 제품 수 의 기술이 섞여 있음, 특정 기술이 각 제품의 핵

심기술에 해당하는 요소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가 필요함.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인공의지

다자유도 바이오닉 핸드기술

경량화 고내구성 인공의지 소재 제조기술

에 지 장형 의족 설계기술

의지의 생체역학  임상평가 기  개발

보청기

자동화된 노이즈 감소 기술 개발

보청기 청각 용 칩 소형화 기술

인공

인공  설계를 한 인체측정학 설계 기술

외산 제품 특성 평가를 한 역설계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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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인공

의지

다자유도 바이오닉 

핸드기술
자유도 4 5 6 자유도 6

경량화 고내구성 

인공의지 소재 

제조기술

의지무게/내

구년수(kg  

/년)

1.4/3 1.2/4 1.0/5 1.0/5

에 지 장형 

의족 설계기술
내구강도(kg ) 300 400 500 500

의지의 생체역학  

임상평가 기  

개발

기 규격 2 3 　 3

보청기

자동화된 노이즈 

감소 기술 개발
감소율(%) 15 20 　 20

보청기 청각 용 

칩 소형화 기술
크기(nano) 100 90 80 80

인공

인공  설계를 

한 인체측정학 

설계 기술

Data처리방법,

3DModel

설계/평가

데이터처리통한

인체측정기술 

확립

BoneFittingSim

ulation 설계

평가

인공 설

계에필요한

기 자료

확보

(D/B화)

외산 제품 특성 

평가를 한 

역설계 기술

역설계를 한

제품측정,

측정제품의3D

Model화,

외산제품의기

계 특성평가

역설계를 한측

정방법개발,

수입품계측을통

한설계기 자료

도출

비교 설계오류

검토
　

외산제품에

한설계기

자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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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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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기기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이동지원기기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한  보조기

기를 말하며, 휠체어, 각종 리 트, 실버카 등 이동지원에 사용되는 기기를 통칭함.

 ○ 기능 으로 이동지원기기는 보행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행 

장애의 수 과 주어진 지형이나 환경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의 차이가 있어 최

한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그리고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

동 지원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요함. 

 ○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 인구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공 보

험지원이 강화되어 이동지원기기 수요는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

의 외산 이동지원기기의 국내시장 시장 유율이 이미 85% 수 으로 국내 련 산

업이 고사되고 있어 이어 한 책이 실함. 

 ○ 선진국 시장과 국내시장의 확보, 련 산업의 육성, 향후 고부가가치 첨단 고성능

의 이동지원기기에 한 수요가 증가 등에 비하여 IT, BT, RT 등과 연계된 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매우 높음.

나. 범

 ○ (제품 분류 ) 자의료기기 산업은 상진단기, 생체신호계측기, 분석기, 치료

기, 재활기기, 인공장기, 의료정보 시스템 등으로 분류되며, 신체 기능 증진기기는 

신체기능 복원기기와 이동  생활 지원기기를 포함.

 ○ 이동지원기기는 신체기능 증진기기 분야에서 신체기능 복원기기와 생활 지원기기

를 제외한 기술만을 포함. 

   - 이동지원기기는 크게 휠체어(wheelchair)기술과 리 트류, 보행보조차 등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휠체어( 동 기술은 차체의 경량화 기술과 구동장치 기술, 배터

리기술, 자제어기술 등이 핵심이며, 리 트나 보행보조차 등은 차체경량화와 사

용자 건강모니터링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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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의 범 ]

 ○ (공 망 ) 이동지원기기는 상자의 보행 장애정도에 따라 동휠체어, 수동휠

체어, 동 스쿠터 등으로 나뉘며, 실내이동이나 이송은 주로 리 트를 사용함. 

한 핵심기술인 구동장치(모터, 감속기, 드라이버)와 제어기, 조종기, 배터리  충

기로 구성되며, 시트는 MMI로서 사용자에게 매우 요한 기술로  구성됨.

[주요제품 분류표(이동지원기기)]

분야 분야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이동지원

기기

센서  자동항법기  자세제어센서, 생체신호 센서, 음  센서, GPS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구동장치 구동모터, 감속장치, 2차 지 등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모듈/시스템
차체 모듈, 자세제어모듈, 승하강 모듈, 자동 시트, 

캐터필러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시스템/제어 S/W 시스템 제어기, 조종기
로그래  장치  

시뮬 이션 장치

  ⇒ 이동지원기기의 범 는 사용자의 이동기능 확보를 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

용하는 기기로서 재활보조기구에 속하는 신체기능 기능 증진기기 역이며, 제품 

분류 기 으로 수동휠체어, 동휠체어, 특수휠체어, 동스쿠터, 리 트류, 보행

보조차 등 이동과 련된  역을 포함. 기술 으로는 경량화 차체설계  소

재기술, 운 제어 기술, 기기 구동장치기술 등 하드웨어 제조를 한 부품소재 등

에 특징이 있는 기술 뿐 아니라, 생체신호 제어  무인조종을 한 자동항법기

술, 환경제어기술 등 S/W  네트워크에 련된 기술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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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70)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이동지원기기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3,021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

원동향에서, 미국 특허가 체의 58.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70)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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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61G-005
병약자에특히 합한의자 는개인수송수단(병약자가신체의일부를형성하지않는장치

는용구를조작할수있게하는방법 는장치A61F4/00；신체장애자에특별히 합한이
륜차B62K3/16) 

380

E06B-009

조작 는 보지(保持) 기구를 갖거나 갖지 않는 유사한 개구부를 한 철망 는 
보호 장치; 같은 구조의 폐쇄재 (5/10이 우선;자체의 단부에서 연결된 문 는 창
용의 윙 E06B3/48; 건축요소로서의 철격자 E04C2/42; 자물쇠, 그 부속구 E05B 윙
용볼트 는 고정장치 E05C; 윙용의 조작 기구일반 E05F; 건물의 특유한 마무리 
부분이 아닌 문 는 창의 부가 인 안내장비품, . 커튼A47H) 

272

B62M-001 차륜이있는차량의인력추진( 지간에의한추진B62M29/02) 157

B60K-001

기 추진장치의배치 는설치(B60K7/00이우선;상호 는공통추진을 한복수개의
서로다른원동기의배치 는배치B60K6/00; 기 동력 달장치B60K17/12; 기 추
진차량의 기 장치그자체B60L; 기 추진차량의동력공 선에의집 장치
B60L5/00) 

71

A61G-007
간호를 해특히 합한침 ;병약자를들어올리기 한장치(펴거나신장시키기 한침

,치료 ,마루틀 는그와유사한기구A61F5/045；환자 는신체장애자를이송하는설
비를가지는가지는들것A61G1/003) 

69

A61G-003
병자 운반용 차량； 환자 는  신체장애자를 수송하기 한 특별한 설비를 가지
는 차량, 혹은 그 개인 수송 수단, .휠체어의 근 는 승차를 용이하게 하기 

한 것
26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미국은 출원건수는 많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omfy SAS (유럽), Invacare  Corporation (미국), ANNO Co., ltd. 

(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omfy SAS 18 9
Invacare  

Corporation
22 0

ANNO Co., 
ltd.

3 1

2
Sunrise 

Medical HHG 
Inc.

20 1
Sunrise Medical 

HHG Inc.
20 1 JMS Co., ltd. 1 2

3 WAGON SAS 17 0
Nien Made 

Enterprise Co.,  
Ltd.

21 0 Hitachi 3 0

4
Invacare 

Corporation
15 0

Fluidigm 
Corporation

0 13

5
BOS GmbH & 

Co. KG
2 11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NIEN 
MADE 

ENTERPRISE CO., 
LTD.

12 0

(2) 국내동향

 ○ 이동지원기기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8건 증가 추세에서 

2008년 22건을 기 으로 감소 추세에 환해 2010년에는 8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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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이동지원기기 분야의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G-005

병약자에특히 합한의자 는개인수송수단(병약자가신체의일부를형성하지않는장

치 는용구를조작할수있게하는방법 는장치A61F4/00；신체장애자에특별히 합

한이륜차B62K3/16) 

27

A61G-007

간호를 해특히 합한침 ;병약자를들어올리기 한장치(펴거나신장시키기

한침 ,치료 ,마루틀 는그와유사한기구A61F5/045；환자 는신체장애자를

이송하는설비를가지는가지는들것A61G1/003) 

15

A61G-001 들것 7

A61G-003

병자 운반용 차량； 환자 는  신체장애자를 수송하기 한 특별한 설비를 

가지는 차량, 혹은 그 개인 수송 수단, .휠체어의 근 는 승차를 용이하

게 하기 한 것

7

A61M-005

피하,정맥내,근육내,인체내에매체를도입하는기기;  그것을 한부속기기, .충

, 는세정하기 한기기,팔걸이(의료용으로특히 합한 합구, 계수,밸

는분기기구A61M39/00;의료 는제제목 에특히 합한용기A61J1/00) 

6

A61H-001
피동 인운동용의장치(A61H5/00이우선);진동장치;척추조정장치, .신체충격

장치,부서지지않은 를간단하게교정시키는장치    
4

[국내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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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산재의료 리원이 3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주식회사 방산테크노로지, 주식회사 콤슨테

크놀러지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재단법인

산재의료 리원
3

주식회사

방산테크노로지
2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1

2
충북 학교

산학 력단
1

주식회사

콤슨테크놀러지
2 (주)세운모터스 1

3
강원 학교

산학 력단
1 엠엠기어 주식회사 1 미키코리아(주) 1

4 - - 휴메드 주식회사 1 - -

5 - - (주)아이블포토닉스 1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이동지원기기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센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3인 것으로 악 

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센서 (0.86), 콘트롤러 (0.76) 

순으로 나타남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콘트롤러 0.84 205.06 1.09 0.75 0.02 0.76

센서 1.71 162.52 1.54 1.50 0.03 0.86

구동시스템 0.88 227.42 0.72 - - -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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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진입도분석

 ○ 이동지원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콘트롤러 (1.28), 구동시스템

(0.83), 센서(0.75), 순서인 것으로 악되었으며,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콘트롤러

가 3,296건으로 기술확보를 한 패 리특허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독 지수는 구성요소  센서가 130.75로 기술독 지수가 상 으로 높게 나

타났고 콘트롤러와 구동시스템은 100 미만으로 낮은 기술독 력을 보임.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콘트롤러 3,296 1.28 66.72 

센서 758 0.75 130.75 

구동시스템 2,265 0.83 86.75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구성요소별 특허건수)/(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콘트롤러 0.03 0.77 1.28 66.72  

센서 0.04 0.86 0.75 130.75 

구동시스템 　- 　- 0.83 86.75 

[특허지수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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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이동지원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

펴보면, 센서가 3.5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

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콘트롤러 2 1 1.6 1 5 3 2.44

센서 2 2 2 5 4 4.5 3.5

구동시스템 1 1 1 4 5 4.5 3.1

[중소기업 적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이동지원기기 시장은 복지기기  가장 큰 시장(50% 유율)을 형성

 → 시장 니즈 1 : 시장(50% 유율)확  필요

 ○ 세계 이동지원기기 시장규모

   - 2006년 장애인  고령자 이동장치 시장은 약 15.47억 달러로 이후 매년 6.6%의 

성장 상 (자료자료  :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1, Espicom, 2007)

   - 실내이동기기 시장규모는 이동기기 시장의 약 24%로 추정

[세계 시장 추이  망]

구분 2006 2007 2008 209 2010 2013 2015

세 계 액(백만$) 371 396 421 449 479 581 704

 ○ 국내시장 규모

   - 2007년 건강보험, 의료 여, 산재보험을 통해 보 된 재활보조 이동기기는 공 지

 실 만으로도 1,000억원 규모의 시장규모가 형성됨

   - 국내 공 여 지 규모에 의한 휠체어 시장 측

   - 공 여 지 은 5년간 사용 후 재 지 되며, 2019년 체 인구 5,060만명의 

14.4%인 728만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추정되므로 공 여 시장은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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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추이  망]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액(백만$) 137.6 151.4 166.4 183.1 201.4

성장률(%) 20 10 10 10 10

□ 공 보험 여지 품목 지정 

 → 시장 니즈 2 : 국가복지시책  최우선으로 이동권 확보

 ○ 장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이동지원기기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국가복지시책으로 이동권 확보는 일상생활 자립과 인간 존엄을 실

하기 한 최소한의 보장책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사항임. 이에 따라 공 보

험(건강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산재보험, 기 생활보장, 보훈 등 여품목임)에 

의하여 우선 지 되고 있음.

□ 공간극복형 첨단 이동지원기기의 필요성 증가

 → 시장 니즈 3 : 스마트 이동지원기기

 ○ 동휠체어 경량화로 인한 이동, 조작 편의성 증 와 소형 고성능 휠 구동부 구

, 부품의 모듈화를 통한 손쉬운 착탈과 A/S가 용이하며 핵심 기술상용제품의 

무게는 25 kg이내 상용화를 해 가 양산기술이 요구됨.

 ○ 스마트 휠체어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계를 이용한 3차원 고 정  균형제어 매니

이  메커니즘과 안정된 8륜 주행 휠을 용한 계단 승월 기능,  500W  이상

의 소형, 고 출력, 고효율의 구동장치와 특수범퍼를 이용한 주행 장애물 답 기능, 

신마비환자를 한 생체신호 감지  다양한 조종기구, 욕창 방  일상생활동

작(서기, 눕기, 틸   리크라이닝)보조용 시트 자동 자세제어장치, 다기능 인체 

하지  토크를 구 할 수 있는 소형 액추에이터  고효율배터리 등을 개발하

는 것임.

□ 부품 소재 산업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임

 → 시장 니즈 3 : 경량화 소재  고효율 구동장치

 ○ 가격 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첨단기술을 목한 이동지원기기를 개발하여야 

하며, 요구성부품은 BLAC  서보모터의 설계제작기술이 확보되고 제어기와 각

종 센서들, 그리고 이동기기용 리튬폴리머 지  충 기의 국산화 필요함. 이미 

상용화된 부품들은 양산성이 있어야 하며 국산화가 진행되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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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동모터에 한 원천기술 확보와 제어장치 모듈에 한 고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기여도가 높은 부품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확보가 필요.

요인 Needs

- 복지기기  가장 큰 시장 형성

- 공 여지  지원품목임

-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동지원기기 필요성 증가

- 부품소재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임

- 세계 최고 첨단 기술을 용한 스마트 이동기술보유

⇒

- 공격 인 시장확

- 이동권 확보

- 스마트 개발  용

- 경량화  고효율화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이동지원기기의 표  시장인 동 휠체어 시장 보서를 보면 2010년 15억 달러의 

규모를 돌  할 것으로 상되며 연평균 9.4%의 성장을 통하여 2014년 22억 6,500

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기 됨

 ○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건강보험, 의료 여, 산재보험을 통해 보 된 재

활보조 이동기기는 1,000억원 규모의 시장규모가 형성된 것으로 악됨.  

   - 공 여 지 은 5년간 사용 후 재 지 되며, 2019년 체 인구 5,060만 명의 

14.4%인 728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추정되므로 공 여 시장은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됨

※ 자료 : Wintergreen Research, 2009. 1, Wheelchair Market Shares, Strategy, Forecasts, Worldwide, Dollars, 2009-2015

[ 동 휠체어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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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Assistive Devices for Special Need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보

고서에 의하면 특별 용도(이동성 장치) 보조 장치 시장은 2011년 약 20억 달러 규

모로 연평균 성장률은 7%로 상되며 2015년 25억 달러를 돌  할 것으로 조사됨

※ 자료 : BCC Research, 2011. 1, Assistive Devices for Special Need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특별 용도(이동성 장치) 보조 장치 시장 망]

 ○ 이동지원지기는 복지 련 장비  가장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으로 컨트롤러, 센서, 구동시스템 시장은 최첨단 스마

트 기술과 융합되어 잠재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단됨

(2) 무역 황 분석

□ 이동지원기기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4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컨트롤러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8537.10-2000

자동제어반( 압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8537.20-2000

센서
기타(기타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 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90-1990

구동시스템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부분품과 부속품) 8714.20-0000

[이동지원기기 무역부분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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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이동지원기기와 매칭된 HS품목  자동제어반( 압 1000볼트 이하)의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기간동안 165.4(mil$)의 수출과 456.5(mil$)의 

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됨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컨트롤러

자동제어반( 압

이 1,000볼트 이

하인 것)

119.01 128.82 161.80 133.03 165.43 396.49 432.51 465.49 358.17 456.46

자동제어반( 압

이 1,000볼트를 

과하는 것)

5.82 3.52 29.14 8.49 7.33 23.91 20.14 45.60 40.97 27.95

센서

기타(기타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

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20.58 26.19 26.19 20.97 30.39 74.57 130.99 142.92 133.11 198.52

구동 시스템

신체장애인용 차

량의 것(부분품

과 부속품)

3.09 1.95 1.63 0.38 0.76 1.82 1.34 3.03 2.57 2.17

[구성요소별 수출입 현황]
(단 : 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컨트롤러, 센서, 구동시스템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출 특화 분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자동제어반(1,000V 이하)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은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 추이

컨트롤러

자동제어반( 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0.54 -0.54 -0.48 -0.46 -0.47 수입특화

자동제어반( 압이 1,000
볼트를 과하는 것)

-0.61 -0.70 -0.22 -0.66 -0.58 수입특화 강화

센서
기타(기타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

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57 -0.67 -0.69 -0.73 -0.73 수입특화 

구동 시스템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부분품과 부속품)

0.26 0.19 -0.30 -0.74 -0.48 수입특화 강화

[구성요소별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

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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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anti,powered,main,response,link,structuralpropulsion,protect,handlebar,cover,compon

ents,contactsensors,electronic,air,rotating,gate

CR_2
air,orientation,open,controls,compartment,members,magnetic,location,elementslink,torque,rotates,

arrangement,predetermined,linkagerim,hub,bearing,locking,interior,ring

CR_3

impaired,visually,visual,selectionvalve,enable,units,operated,panel,medical,pedal,pres

sure,external,module,caster,standing,alarm,area,performance,varietychannel,receiver,c

ommunication,received,transmission,image,partinterface,HMI,machineimage,compute

r,monitoring,object

CR_4 pressure,occupant,feedbackcontrol,System,frame,scooter

CR_5

brake,handle,walker,platform,Roller,backpedal,sprocket,upwardly,foot,attachment,upr

ight,release,widthchassis,section,spring,supportscaster,arms,rest,movable,mount,batter

y,rim,mode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동지원기기 분야 포지션맵 작성 

[이동지원기기 분야 포지션맵]

 ○ 이동지원기기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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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6
seat,chair,support,two,positionback,assemblies,positioned,plate,configured,drivingdri

ving,rotate,shaft,rotation,electric

CR_7
Roller,window,extended,opening,plane,forceplate,adapted,substantially,differentrail,b

ottom,head

CR_8 first,member,movementbody,structure,operation,lowerforce,manner,inner,well,motion

CR_9
devices,methods,low,located,channelmodule,possible,mobile,configuration,value,patte

rn,circuit,parameterlight,controlling,Detectionpart,associated,allowing,systems

CR_10 frame,assembly,rear,devicearm,suspension,mounting,pivotally

CR_11 scooter,unit,first,armplatform,down,extends,steering,tube,axle

CR_12

restricting,steady,mainframe,flywheel,ignition,bands,triggers,jockey,Atrophy,detachab

ly,tissue,rocker,rowing,airflow,slumbering,leveling,shower,recipients,translation,tubul

ar,cachewheel,wheelchair,one,control,data,rampwalker,distance,lever,rod

CR_13
movement,coupled,includeelectric,angle,comprising,elementelement,controlled,operati

ngport,covering,bar,layer,headrail,weight,latch,table,engine,shock,brackets,middle

CR_14 data,information,sensor,interface,devices,brake,anti,lift

CR_15 method,apparatus,used

CR_16 lift,tilt,cord,rail,beam,valve,sensors

CR_17 person,processor,line,wheelchairs,placed

CR_18 area,attaching,right,view,zone

CR_19 lower,surface,disposed

CR_20 systems,multiple,integrated

CR_21 external,mechanisms,threshold,required,turn,application,raise,carriage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컨트롤러

자기식 리어윙 치  회 각도 조  장치 

임 높이 조  시스템 개발

시트 각도 조  시스템 개발

토크 조  기반 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동기화된 생체신호 검출기술 개발

부하 응형 주행 제어기 설계기술

원거리 시스템 검사/진단 기술

고효율 모터 드라이버 설계기술

센서  

인체 류 반응 핸들용 센서 개발

충격 흡수 마운트 기반 상황 인식 센서개발

방향 제어 센서 개발

장애물 감지센서 개발기술

주행보조용 치인식기술

휠체어 자세감지  보정기술

마비환자를 한 사용자 의도 인식기술

구동시스템

고 도  반응 센서를 이용한 쏠림 방지용 이크 개발

일반 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다축 기어 모터 개발

실버 카트용 소형모터와 이크  가속이 가능한 핸들 개발

bldc 기반 고효율 모터 개발기술

력 모터 제작기술의 개발

경량 고효율 배터리 제작기술의 개발

운용성이 뛰어난 임 모듈 설계기술

고기능성 동휠체어 메커니즘 설계기술

주행안정성 향상을 한 안 장치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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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컨트롤러

자기식 리어윙 치  회 각도 조  장치 - - - -

임 높이 조  시스템 개발 14% 14% - -

시트 각도 조  시스템 개발 29% 14% - 14%

토크 조  기반 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 - - -

동기화된 생체신호 검출기술 개발 - - 14% 14%

부하 응형 주행 제어기 설계기술 - - 14% 14%

원거리 시스템 검사/진단 기술 - - 14% 14%

고효율 모터 드라이버 설계기술 14% - - 14%

센서  

인체 류 반응 핸들용 센서 개발 - - 14% 14%

충격 흡수 마운트 기반 상황 인식 센서개발 - - 14% 14%

방향 제어 센서 개발 - - - -

장애물 감지센서 개발기술 - - - -

주행보조용 치인식기술 - - - -

휠체어 자세감지  보정기술 - - - -

마비환자를 한 사용자 의도 인식기술 - - - -

구동시스템

고 도 반응 센서를 이용한 쏠림 방지용 이크 개발 14% - - 14%

일반 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다축 기어 모터 개발 - - - -

실버 카트용 소형모터와 이크  가속이 가능한 핸들 

개발
- - - -

bldc 기반 고효율 모터 개발기술 14% - - 14%

력 모터 제작기술의 개발 29% - - 29%

경량 고효율 배터리 제작기술의 개발 - - 14% 14%

운용성이 뛰어난 임 모듈 설계기술 14% - 14% 14%

고기능성 동휠체어 메커니즘 설계기술 57% - - 71%

주행안정성 향상을 한 안 장치 설계기술 57% - - 57%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이동지원기기 분야에서 ‘고기능성 동휠체어 메커니즘 설계기술’은 설문 응답 기

업 가운데 57%가 보유하고 있으며, 71%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주행안정성 향상을 한 안 장치 설계기술’을 보유기술(57%), 소기업형 

기술(57%)로 나타났으며, ‘고효율 모터 드라이버 설계기술’은 보유기술(14%), 소

기업형 기술(14%)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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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경량 고효율 배터리 제작기술의 개발’, ‘인체 류 반응 핸들용 센서 개발‘, ’충

격 흡수 마운트 기반 상황 인식 센서개발‘ 등은 보유기술(0%), 성숙기술(0%), 공백

기술(14%), 소기업형 기술(14%)로서 향후 소기업의 기술 진입이 용이할 것으

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이동지원기기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ECU, 인체인식센서, 반도체 표면처리, 동휠체어, 동침 , 동휠체어, 알루미늄휠

체어, 동스쿠터, 동휠체어, 동휠체어내부 로그램, 동스쿠터, FPCB, 승객식별

센서, 동테이블, 스틸휠체어, 목욕리 트, 연구시스템

해외 기업
BOSCH, TYCO, DESPHI, TRW, ANNO, Somfy SAS, Sunrise Medical HHG, Nien 

Made Enterprise, Hitachi, WAGON SAS

국내 기업

기업 MOBIS, 노틸러스효성, (주)세운모터스

소기업
다이모스, 에스피텍, 콤슨테크놀러지, 원메디텍, 성공업, 어

라인, 이씨엠, 방산테크노로지, 콤슨테크놀러지, 엠엠기어, 휴메드

 ○ 이동지원기기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소기업의 50%

이상은 모듈부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 이상의 소기업이 공  사

슬상 2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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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컨트롤러

자기식 리어윙 치  회  각도조 장치 특

임 높이 조  시스템 개발 특

시트 각도 조  시스템 개발 특

토크 조  기반 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특

동기화된 생체신호 검출기술 개발 특

부하 응형 주행 제어기 설계기술 특

고효율 모터 드라이버 설계기술 특

센서

인체 류 반응 핸들용 센서 개발 특

충격 흡수 마운트 기반 상황 인식 센서개발 특

방향 제어 센서 개발 특

장애물 감지센서 개발기술 특

주행보조용 치인식기술 특

휠체어 자세감지  보정기술 특

마비환자를  한 사용자 의도 인식기술 특

구동시스템

고 도 반응 센서를 이용한 쏠림 방지용 이크 개발 특

일반 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다축 기어 모터 개발 특

실버 카트용 소형모터와 이크  가속이 가능한 핸들 개발 특

bldc 기반 고효율 모터 개발기술 특

력 모터 제작기술의 개발 특

경량 고효율  배터리 제작기술의 개발 특

주행안정성 향상을 한 안 장치 설계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주행안정성 향상을 한 안 장치 설계기술’의 경우 이동지원기기의 요소기술이어

서 재정비. 그 외 핵심 모듈별 구성요소기술에 해서는 특허기반의 요소기술이 

세부 벨로 재정비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 기술수   기업 황을 고

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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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컨트롤러
자기식 리어윙 치  회 각도 조 장치 

시트 각도 조  시스템 개발

구동시스템

마비환자를 한 사용자 의도 인식기술

고 도 반응 센서를 이용한 쏠림 방지용 이크 개발

실버 카트용 소형모터와 이크  가속이 가능한 핸들 개발

bldc 기반 고효율 모터 개발기술

경량 고효율  배터리 제작기술의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컨트롤러

자기식 리어윙 치  
회 각도 조 장치 

조 범
향상(%)

10　 20　 　 20　

시트 각도 조  시스템 
개발

자세조 각도 
분해능

15 10 5 5

구동시스템

마비환자를 한 사용자 
의도 인식기술

인식률(%) 75 85 95 95

고 도 반응 센서를 이용한 
쏠림 방지용 이크 개발

자유도 8 9 10 10

실버 카트용 소형모터와 
이크  가속이 가능한 

핸들 개발

모터용량(W), 
효율  (%)

60, 80 70, 85 80, 90 80, 90

bldc 기반 고효율 모터 
개발기술

구동효율(%) 70 80 90 90

경량 고효율  배터리 
제작기술의 개발

압(V), 류(A),
무게(KG),효율(%)

24, 25, 3, 85 24, 25, 2.7, 90 24, 30, 2.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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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바이오

- 1243 -

생체신호계측기기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생체신호계측기기는 환자의 체온, 심박수, 압, 심 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계측/출력/모니터링 하는 장치임. 생체 주요 신호를 수치와 그래 로 보여주기 

한 측정 기술과 디스 이 기술  의료기기 간의 통신기술 등을 이용함.

 ○ 생체신호계측기의 핵심기술은 생체신호 검출센서(검출기와 증폭기) 기술, 인터페이

스  신호처리 분석기술, 분석한 결과를 출력하는 린터  시기술  안 문

제를 고려한 회로설계 기술 등으로 구성됨.

 ○ 의료서비스의 축이 질병 치료에서 방과 건강 리를 시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트 드는 기존 의료기 (병·의원) 심에서 의료소비자(환자) 심의 

의료서비스로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환자지향의 환자감시장치 등 생체신호

계측기기에 한 수요 증가가 상되어 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높음.

나. 범

 ○ (제품 분류 ) 자의료기기는 상진단기, 생체신호계측기, 분석기, 치료기, 재

활기기, 인공장기, 의료정보 시스템 등으로 분류되며, 생체신호계측기는 심 계, 뇌

계, 근 계, 심자계, 뇌자계  환자감시장치로 분류

   - 심 계(ECG, Electrocardiography)는 심장 박동 시 발생되는 차를 측정하여 그

래 로 표 하는 장치로, 부정맥, 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음

   - 뇌 계(EEG, Electroencephalography)는 뇌 계라고도하며 뇌의 생리학  활동에

서 발생하는 뇌 신호의 차를 측정하여 그래 로 표 하는 장치로, 뇌종양, 

뇌 장애, 두부외상을 동반한 추신경계의 기능상태를 악할 수 있음

   - 근 계(EMG, Electromyography)는 근육의 생리학  활동에서 발생하는 차를 

근육표면에 부착한 극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근피로도, 근회복도, 근육수축력검

사, 근육통증진단에 이용됨

   - 환자감시장치(PMS, Patient Monitoring System)는 심 도, 심박수, 압, 체온, 호

흡수, 태아심박, 태아심 도, 무호흡 등을 측정하여 생명유지에 가장 요한 순환

기, 호흡기  태아를 감시하는 장치임. 환자감시장치의 종류에는 분만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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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감시기능 부착 분만 감시장치, 기타 순환기, 호흡기 감시장치, 산소 농도계, 

CO2 가스 모니터 등이 있음.

 ○ (공 망 ) 생체신호계측기기의 주요 기술은 디스 이 제조기술, 센서 제조기

술,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련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디스 이 제

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센서와 시스템으로 축약할 수 있음.  

   ※ 디스 이 부품은 일반 모니터업체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함

[생체신호계측기기에 한 의료기기 분류 의 범 ]

[주요제품 분류표]

분야 분야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생체

신호

계측

기기

생체 신호 검출용 

센서

산소포화도계(SpO2, 산소농도계), 체온계, 심박 센서

(Cardiac Output), 심 도계(ECG), 가스 센서(multi gas 

analysis), 압계(IBP), 호흡계(Respiration), 이산화탄소 모니

터링 장치(ETCO2), 뇌  모니터링 장치(EEG), 말 신경 모니

터링 장치(Peripheral Nerve Stimulator)

제조장비, 라인, 형 등

기기/단말 센서  측정기기가 부착된 기기, 경보음 검출기 제조장비, 라인, 형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H/W 데이터 장용서버, 네트워킹장비, 유무선 앙집 리시스템 제조장비, 라인, 형 등

S/W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그램 로그래  알고리즘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그램 로그래  알고리즘

 ⇒ 다양한 생체신호를 동시에 측정하는 생체신호계측기기인 환자감시장치의 경우 그 

범 가 생체신호 검출용 센서, 기기/단말, 시스템(인터페이스), 서비스  역을 

포함. 제조기법  소재선택에 따른 생체 신호감지 감도향상, 부품 특성  배열에 

따른 신호획득 기술 등 하드웨어 제조를 한 부품소재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신

호처리  장, 네트워킹 등과 련된 기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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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특허) 분석71)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생체신호 계측기기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750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

별 출원동향에서, 일본 특허가 체의 42.8%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을 기 으로 감소 추세로 환함

[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71)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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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61B-005
진단을 한 측정(방사선 진단 A61B 6/00; 음 , 음  는 아음 에 의한 진단 A61B 

8/00); 개인식별    
309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129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조건을 측정하거나, 검출수단을 갖춘 측정 

는 시험장치, . 콜로니 계수기 C12M 1/34); 그것을 한 조성물; 그 조성물의 제조방법
85

G01B-007 기  는 자기  수단의 사용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측정장치 68

G01B-011
학  수단의 사용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 측정장치 (그룹 G01B 9/00에 포함되는 형식의 

계기 그 자체 G01B 9/00)
51

G03G-015 상을 이용하는 자 사진법의 장치(G03G 16/00, G03G 17/00이 우선) 42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유럽은 출원건수는 으나 미국, 일본에 비하여 삼극특허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t. Jude Medical AB(유럽), GENERAL 

ELECTRIC CO(미국), TOSHIBA CORP(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

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t. Jude  

Medical AB
5 0

GENERAL 
ELECTRIC  

CO
17 2

TOSHIBA 
CORP

34 1

2
SIEMENS  

AKTIENGESE
LLSCHAFT

4 0

INTERNATIO
NAL  

BUSINESS 
MACHINES 

CORP

13 1
MATSUSHIT
A ELECTRIC  
IND CO LTD

28 3

3

Agilent  
Technologies, 

Inc. (a 
Delaware 

corporation)

0 3
MEDTRONIC 

INC
9 4 CANON INC 30 1

4
Biosense  

Webster, Inc.
0 3

PACESETTER 
INC

12 0
HITACHI 

LTD
25 3

5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0 3
UNIVERSITY 

OF  
CALIFORNIA

9 2 SONY CORP 22 2

(2) 국내동향

 ○ 생체신호 계측기기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0년 6건 증가추세에서 

‘07년 39건을 기 으로 감소 환하여 ’09년 2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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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생체신호 계측기기 분야의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B-005
진단을 한 측정(방사선 진단 A61B 6/00; 음 , 음  는 아음 에 의한 진단 A61B 

8/00); 개인식별    
24

H04L-012
데이터 스 칭 네트웍(기억장치들, 입출력장치, 앙처리장치사이의 정보 혹은 다른 신호

의 상호연결 혹은 송 G06F 13/00) 
17

G01B-007 기  는 자기  수단의 사용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측정장치 7

G06Q-010 리, · 사무 자동화 는 약; 경 , . 인 자원 는 로젝트 리   6

G06F-003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송된 데이터를 변환하는 입력기구; 처리장치로부터 

출력장치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출력기구, . 인터페이스 기구 
5

G06Q-050 특정 업종, . 의료, 공익 사업, 업 는 법률업에 특히 합한 시스템 는 방법   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한국 자통신연구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바이오넷, 실리콤텍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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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자통신연구원 14 바이오넷 3 삼성 자 7

2 연세 학교산학 력단 6 실리콤텍 3 엘지 자 3

3 자부품연구원 4 이 테크 2 포스코 2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옥타컴 2 도시바 1

5 아주 학교산학 력단 2 보디미디어 2 모비스 1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분석

 ○ 생체신호 계측기기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앙처리 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11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센서(1.23), 앙처리 시스템

(0.94), 모니터링 단말기(0.78)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앙처리시스템 1.52 420.96 0.94 2.37 0.11 0.94

센서 0.65 147.63 0.98 0.22 0.03 1.23

모니터링단말기 0.63 113.41 1.12 0.21 0.02 0.78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분석

 ○ 생체신호 계측기기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앙처리 시스템(1.03), 센서

(1.03), 모니터링 단말기(0.90)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

수의 비 은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생체신호 계측기기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앙처리 시스템, 센서, 모

니터링 단말기 등 3가지 구성요소는 체 으로 기술 독과  수 이 낮은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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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앙처리 시스템 4,933 1.03 101.14

센서 4,008 1.03 124.91

모니터링 단말기 2,799 0.90 104.2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밀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전략제품별 패밀리특허수 / 전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점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앙처리 시스템 0.112 0.943 1.03 101.14

센서 0.033 1.233 1.03 124.91

모니터링 단말기 0.025 0.784 0.90 104.24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생체신호 계측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

을 살펴보면, 모니터링 단말기가 3.88로서 동 분야의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 생체신호계측기기의 구성요소 3가지 모두는 평균 이상의 소기업 합성을 보이

는 것으로 악되며, 소기업이 진입하기 용이한 분야인 것으로 단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앙처리시스템 5 1 3.4 5 3 4 3.76

센서 1 5 2.6 1 5 3 2.84

모니터링단말기 1 4 2.2 5 5 5 3.88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 Total Score는 1점으로부터 5점까지의 범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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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방의학에 한 심 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병원 측 요구 

 → 시장 니즈 1 : 가격화  고성능화

 ○ 최근 방의학에 한 심고조와 수익성 향상을 한 병의원의 지속 인 노력으

로 인해 자의료기기 시장이 지속 으로 확 됨. 특히 환자감시장치 등 생체신호

계측기 시장은 진단시간 단축시키고 실시간 진단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함.

 ○ 한 세계 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심장 질환의 증가로 

인해 생체계측기기의 수요가 확 되고 있음

 ○ 재의 생체신호계측기기(환자감시장치) 련 기술은 병원 내 환자의 앙 집 형 

감시 장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IT기술과 목된 u-health 기술의 발달로 

원격 생체정보 모니터링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고성능의 기기와 

가격의 환자 감시 장치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휴  이동이 가능한 환자 감시 장치 필요성 증가

 → 시장 니즈 2 : 휴 용 환자감시장치

 ○ 진료 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게가 가볍고 이동이 편리한 환자 감시 장치  

개인(환자)이 휴 하면서 생체 신호의 계측이 가능한 휴 용 환자감시 장치에 

한 제조 기업들의 심이 증 되고 있으며, 필립스, GE 등 로벌 기업들의 개발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동이나 휴 가 가능하도록 기기의 경량화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고, 련 네

트워킹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 확 에 기여 가능

□ 수입 장비, 부품소재 가격 등 등으로 인한 수  불안정성

 → 시장 니즈 3 : 센서 원천기술 개발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음

 ○ 구성부품  가장 요한 각종 센서들  일부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미 

상용화된 가 센서는 국산화가 비 실 임. 디스 이는 국내기술이 세계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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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용률이 70% 이상이나 가격이 우선시되는 소형, 이동형 환자감시 장치의 경우 

국산 채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망

 ○ 센서에 한 원천기술 확보와 무통증 혹은 신체 비  센싱 기술 등 고  기술 

개발을 통해 단순 조립 매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경쟁력 확보 필요

□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시장 니즈 4: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복합 의료 서비스

 ○ 한국은 반도체, 디스 이 분야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유무선 

통신 인 라를 기반으로 환자감시 장치 기술 우  확보 가능

 ○ 정보통신망과의 연계로 데이터 송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더욱 요해지

고 있으며, 시장은 기존 단순 환자감시 장치에서 원격감시  방의학을 한 감

시 장치로 환하는 추세가 뚜렷하여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 하고 산

업을 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요인 Needs

- 방의학에 한 심 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병원측 요구

- 휴 이동이 가능한 진단  수술용 상 진단기기 필요성 증가

- 수입 장비, 부품소재 가격 등 등으로 인한 수  불안정성

-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 가격화  고성능화(보 형기기)

- 휴 용 환자감시장치

- 센서 원천기술 개발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환자감시장치

-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복합 의료 서비스

[산업시장 수요 분석  IPC 분류]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앙처리 시스템

 ○ 상 기기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시장 망을 살펴보면, 2009년 2,455백만 달

러에서 2014년 3,958백만 달러로 연평균(CAGR) 10.4%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세계 시장의 80%를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

히 이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컴퓨터, 통신 디지털 기술의 비약 인 바탕

으로 BT, NT기술 등과 융합화 상이 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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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진입 가능한 분야로써 바이오 상 진단 분야에 응용이 폭 확 될 

것으로 망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6 , Machine Vision: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 상 시스템 하드웨어  소 트웨어 시장 망]

□ 센서

 ○ 메디컬 장치 센서 상의학 분야는 2009년에서 2014년 까지 연평균 3.1%의 성장이 

상되며 동 기간 동안 시장은 111백만달러 성장할 것으로 측됨

 ○ 바이오 상기기의 주요 핵심부품인 센서분야는 이미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꾸 히 상승할 것으로 망됨

 ○ 바이오 상 센서 제품 타입  다 분석 센서에 한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

으로 망되며, 세계 주요선진국에서 21세기 미래 핵심기술과제로 선정하여 다양

한 형태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2 , Medical Device Sensor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메디컬 장치 센서 상의학 분야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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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단말기

 ○ 환자 모니터링 분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8백만 달러에서 2014년 1,158

백만 달러로 연평균(CAGR) 6.9% 성장이 상되고 있음

 ○ 환자 모니터링 시장 분야에는 심 도, 압, 뇌 도, 폐활량계, 맥박산소계측, 탄소

가스농도 등을 측정  모니터링 하는 세부 분야가 존재함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이 꾸 히 증가 할 것으로 망되며, 의료비  고

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형 질환 등 만성질환에 의햔 진료비는 ‘05년 약 1조 8

천억원에 이르러, 체 진료비의 9.5%를 차지하 음

※ 자료 : Global Markets Direct, 2009.6 , Emerging Markets for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환자 모니터링 시장 망]

(2) 무역 황 분석

□ 생체신호 계측기기 무역부문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8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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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앙처리

시스템

컴퓨터용 앙처리장치로서 자직 회로에 분류되지 않는 것(자동자료처리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30-9010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내과용․외과용․치과용 는 수의용의 기기의 기타의 기기) 9018.90-9090

센서 기타(기타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 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90-1990

모니터링

단말기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

터로 천연색의 것)
8528.4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

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8528.49-2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

로 천연색의 것)
8528.5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

로 흑백 는 기타 단색)
8528.59-2010

[생체신호 계측기기 무역부문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생체신호 계측기기의 구성요소  앙처리 시스템 분야의 수출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니터링 단말기 분야는 무역거래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 자동자료 처리기계 부품 수출 규모(mil$) : ‘09 37.0 -> '10 16.3

   - 자동자료 처리기계 부품 수입 규모(mil$) : ‘09 249.2 -> '10 514.0

   - 검사  측정용 기기 부품 수출 규모(mil$) : ‘06 20.6 -> '10 30.4

   - 검사  측정용 기기 부품 수출 규모(mil$) : ‘06 74.6 -> '10 198.5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앙

처리

시스템

자동자료 

처리기계 부품
- - - 37.0 16.3 - - - 249.2 514.0

기식 진단용 

기기 부품
81.9 85.5 111.9 91.5 113.9 88.1 94.6 105.0 82.1 103.1

의료용 부품 33.0 26.7 31.0 30.7 32.5 57.2 85.9 93.6 79.5 93.1

센서
검사  측정용 

기기부품
20.6 26.2 26.2 21.0 30.4 74.6 131.0 142.9 133.1 198.5

모니터링

단말기

진단용텔 비

음극선  

모니터(천연색)

- 2.3 1.8 1.3 1.0 - 0.5 1.0 0.8 0.5

진단용텔 비

음극선  

모니터(흑백)

- 0.2 0.1 0.0 0.1 - 0.1 0.1 0.1 0.0

진단용텔 비

기타 모니터

(천연색)

- 1.5 1.5 1.0 2.2 - 1.4 1.4 1.1 1.3

진단용텔 비

기타 모니터

(흑백)

- 0.1 0.2 0.3 0.5 - 0.0 0.0 0.1 0.0

[구성요소별수출입 황]
(단 :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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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년을 기 으로 거래가 시작된 앙처리 시스템의 표 품목인 자동자료 처리기

계 부품은 수입특화가 ’09년 -0.74에서 ‘10년 -0.94로 강화되었으며, 모니터링 단말

기  진단용 텔 비  기타 모니터(흑백)의 경우는 ’07년 0.68에서 ‘10년 0.93으로 

수출특화가 강화됨

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추이

앙처리

시스템

자동자료 처리기계 

부품
- - - -0.74 -0.94 수입특화 강화

기식 진단용기기 

부품
-0.04 -0.05 0.03 0.05 0.05 수출특화

의료용 부품 -0.27 -0.53 -0.50 -0.44 -0.48 수입특화

센서
검사  측정용 

기기부품
-0.57 -0.67 -0.69 -0.73 -0.73 수입특화

모니터링

단말기

진단용 텔 비  

음극선 모니터

(천연색)

- 0.64 0.28 0.26 0.37 수출특화

진단용 텔 비  

음극선  

모니터(흑백)

- 0.32 0.21 -0.40 0.43 수출특화 강화

진단용 텔 비  

기타 모니터 (천연색)
- 0.02 0.03 -0.05 0.26 수출특화 강화

진단용 텔 비

기타 모니터 (흑백)
- 0.68 0.65 0.65 0.93 수출특화 강화

[구성요소별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

목, -1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

화지수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

호 내에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생체신호계측기기 분야 포지션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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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security, new, controls, transportationbody, medical, ECG, subjectcentral, real, monitored, 

embodimentsbiological, stored, drive, disk

CR_2

radiation, event, track, Compact, map, electrode, biological, type, images, acids, target, 

tipcomputer, analysis, condition, systemsmedical, activity, detectedECG, cardiac, 

electricalfluid, pressure, both, function, measurements, configured

CR_3
wireless, remote, network, processing, includeelectrode, electrodes, implantable, machine, 

skin, plate, security, gas, health

CR_4
neurodegenerative, acute, assessing, biomarkers, productsbiomarkers, expressed, compounds, 

modulating, circulating

CR_5
System, one, human, devicedevice, signal, dataunit, controller, image, temperature, high, 

state, object, predeter, mined, movement, distance, value, module, light

CR_6
protein, samples, individual, test, evaluation, disorderexpression, gene, relateddrug, 

therapeutic, identifying, levels

CR_7

terminal, mobile, asset, satellite, modem, software, Roller, load, ionizing, product, readable, 

program, performance, target, phase, product, wave, profile, color, pulses, fuel, speech, 

dialog, terminal, inflammatory, value, measured, determined, frequency

CR_8

sensor, System, monitoring, first, radiation, magnetic, Field, plurality, circuit, unituser, input, 

current, threshold, assemblymodule, integrated, alarm, devices, receiving, circuit, output, 

sensing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생체신호계측기기의 클러스터링 포지션 맵]

 ○ 생체신호계측기기 분야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

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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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9
assembly, vehicle, components, portion, element, part, objectpart, area, moving, multi, 

different, array, same, magnetgas, chamber, air, direct, delivery, three, chambers

CR_10
alarm, detector, received, Processend, mounted, miniature, machine, operating, respective, 

switch, component

CR_11 images, potential, site, service, determination, usage, Guardians

CR_12 first, surface, magnetic, patient, cells, user, blood

CR_13 blood, cancer, associated, clinical, relates, nucleic

CR_14 light, optical, source, consumption

CR_15 clinical, identification, particular

CR_16 magnet, flux, angle, direction, voltage

CR_17 nucleic, specifically, DNA, sequences

CR_18 identification, status, animal

CR_19 inflammatory, autoimmune, Kits, arthritis, protein, antigen, polypeptides

CR_20 subject, level, fluid, wireless

CR_21 controls, environment, materials

CR_22 patient, disclosed, treatment, body

CR_23 cells, Cell, useful, therapy, tissue

CR_24 tissue, diseases, expression, diagnostic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

앙 

처리시스템

실시간 생체신호 처리 시스템 기술
심  생체 신호 분석  이미징 처리 시스템 기술
무선 네트워크 기반 건강 리 생체 신호 처리기술
모바일 음성 인식 처리 시스템 기술
다  입력 신호 통합 시스템 기술
오류 발생 시 알람 시스템 기술
다  생체 신호 측정 장치의 통합 시스템 기술
임상 진료 기록 리 시스템
비침습  생체 data 수집 기술
통계학 인 차를 통한 데이터 처리기술

센서

심  생체 신호(ECG, 압, 류 등) 측정 센서 기술
생체 삽입 가능한 극 시스템 기술
퇴행성 신경질환측정을 한 바이오 마커 기술
체온  이동거리 측정 센서 기술
음성 측정(주 수, 높낮이 등) 센서 기술
방사 자기장 측정 센서 기술
표면 자기 측정 센서 기술
소비 학 원 측정 센서 기술

,자기 흐름의 방향  각도 측정 센서 기술
특정 DNA 핵산 측정 센서 기술
단백질 물질 측정 키트 기술

류량 측정 센서 기술
조직을 통한 질병 측정 바이오 마커 기술
capacitance 측정을 이용한 소형의 손가락 표면 측정 기술
비  방식을 이용한 probe 설계 기술

모니터링 

단말기

실시간 ECG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인용 심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이동 거리 측정을 통한 상 운동량 측정 시스템 기술
단백질 측정  평가를 통한 질병 치료 시스템 기술
자기 방사 구역 모니터링을 통한 알람 시스템 기술
단백질 핵산 측정을 통한 액 암 측정 기술
생체 신호 측정 기반 모니터링 기술
염증성 염 측정 시스템 기술

측 측정을 통한 심  질병 측 무선 시스템 기술
세포  조직 치료 시스템
조직 질병 진단 시스템
비침습  방법의 생체신호 측정기 설계 기술
비  센싱 기술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 기술

[요소기술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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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앙 

처리시스템

실시간 생체신호 처리 시스템 기술 20% - - 20%
심  생체 신호 분석  이미징 처리 시스템 기술 - - - -
무선 네트워크 기반 건강 리 생체 신호 처리기술 10% - - 10%
모바일 음성 인식 처리 시스템 기술 - - - -
다  입력 신호 통합 시스템 기술 - - - -
오류 발생 시 알람 시스템 기술 - - - -
다  생체 신호 측정 장치의 통합 시스템 기술 40% - - 40%
임상 진료 기록 리 시스템 - - - -
비침습  생체 data 수집 기술 - - - -
통계학 인 차를 통한 데이터 처리기술 10% - - 10%

센서

심  생체 신호(ECG, 압, 류 등) 측정 센서 기술 10% - - 10%
생체 삽입 가능한 극 시스템 기술 - - - -
퇴행성 신경질환측정을 한 바이오 마커 기술 - - - -
체온  이동거리 측정 센서 기술 - - - -
음성 측정(주 수, 높낮이 등) 센서 기술 - - - -
방사 자기장 측정 센서 기술 10% - - 10%
표면 자기 측정 센서 기술 - - - -
소비 학 원 측정 센서 기술 10% - - 10%
,자기 흐름의 방향  각도 측정 센서 기술 - - - -

특정 DNA 핵산 측정 센서 기술 10% - - 10%
단백질 물질 측정 키트 기술 - - - -

류량 측정 센서 기술 10% - - 10%
조직을 통한 질병 측정 바이오 마커 기술 - - - -
capacitance 측정을 이용한 소형의 손가락 표면 측정 기술 - - - -
비  방식을 이용한 probe 설계 기술 10% - - 10%

모니터링 

단말기

실시간 ECG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 - -
개인용 심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 - -
이동 거리 측정을 통한 상 운동량 측정 시스템 기술 - - - -
단백질 측정  평가를 통한 질병 치료 시스템 기술 - - - -
자기 방사 구역 모니터링을 통한 알람 시스템 기술 - - - -
단백질 핵산 측정을 통한 액 암 측정 기술 - - - -
생체 신호 측정 기반 모니터링 기술 - - - -
염증성 염 측정 시스템 기술 - - - -

측 측정을 통한 심  질병 측 무선 시스템 기술 - - - -
세포  조직 치료 시스템 - - - -
조직 질병 진단 시스템 - - - -
비침습  방법의 생체신호 측정기 설계 기술 - - - -
비  센싱 기술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 기술 10% - - 10%

[요소기술 도출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9기업의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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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신호계측기기 분야에서 ‘다  생체 신호 측정 장치의 통합 시스템 기술’은 설

문 응답 기업 가운데 40%가 보유하고 있으며, 4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

고 선택함

   - 그 외 ‘실시간 생체신호 처리 시스템 기술’은 보유 기술(20%), 소기업형 기술

(20%)라고 답변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생체신호계측기기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생물학 제제 제조, 한우유 자감식, 라즈마의료기, 이  컨트롤 시스템, 생체신호계측

기, 의료화상처리시스템, 생체신호계측시스템, , 생체신호처리, 심 도계, 생체신호키트, 생

체신호기록기, 네트워크 카메라, , DNA분석, 뇌 도, 생체신호측정모듈

해외 기업

TOSHIBA, MATSUSHITA, GENERAL ELECTRIC, St. Jude Medical, SIEMENS,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MEDTRONIC, Biosense  Webster, HITACHI, 

CANON

국내 기업

기업 삼성 자, 엘지 자

소기업

신도안 종합식품, 제이더블유 외제약, 메드트로닉코리아, 뷰워스, 삼화비쥬얼, 한서메딕스, 

해인, 넥스메드, 제 원, 젠닥스, 메디 , 리직스, 락싸, 인피니트헬스 어, 유비즈 러스, 

라이 사이언스테크놀로지, 트리스메드, 피지오랩

 ○ 생체신호계측기기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44%의 소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8%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

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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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들은 생체신호계측기기 단 의 제품을 기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생체신호계측기기 분야의 소기업의 

다수 업체는 부품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

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앙처리시스템

실시간 생체신호 처리 시스템 기술 특
심  생체 신호 분석  이미징 처리 시스템 기술 특
무선 네트워크 기반 건강 리 생체 신호 처리기술 특
무선 력 송수신 시스템 개발
생체내 모터 펌   밸  제어기술의 개발

센서

다  생체 신호 측정 장치의 통합 시스템 기술 특
통계학 인 차를 통한 데이터 처리기술 특
심  생체 신호(ECG, 압, 류 등) 측정 센서 기술 특
생체 삽입 가능한 극 시스템 기술 특
체온  이동거리 측정 센서 기술 특
방사 자기장 측정 센서 기술 특
표면 자기 측정 센서 기술 특

,자기 흐름의 방향  각도 측정 센서 기술 특
류량 측정 센서 기술 특

비침습  방법의 생체신호 측정기 설계 기술
주 수 형을 활용한 심장 박동 발생기 개발
비  센싱 기술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 기술

모니터링단말기

capacitance 측정을 이용한 소형의 손가락 표면 측정 기술 특
비  방식을 이용한 probe 설계 기술 특
실시간 ECG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특
개인용 심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특
이동 거리 측정을 통한 상 운동량 측정 시스템 기술 특
자기 방사 구역 모니터링을 통한 알람 시스템 기술 특
생체 신호 측정 기반 모니터링 기술 특

류 측정을 통한 심  질병 측 무선 시스템 기술 특

[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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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앙처리시
스템

실시간 생체신호 처리 
시스템 기술

응답속도
(ms)

500 400 300 300

심  생체 신호 분석  
이미징 처리 시스템 기술

센서 인식 
정 도(%)

80 85 90 90

무선 네트워크 기반 
건강 리 생체 신호 

처리기술
처리속도 200 ms 100 ms 50 ms 50 ms

 ○ 생체신호계측기와 련이 없는 바이오진단 련 기술에 해당하는 조직진단 기술, 

조직  치료 시스템 삭제. 고령친화기기 요소기술  생체신호기기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부분 첨부하여 요소기술 정비. 앙처리시스템  핵심장치에 해당하는 

력 부분에 한 무선기술 트 드, 생체 내 기기 제어기술 추가하여 정비.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앙처리시스템

실시간 생체신호  처리 시스템 기술

심  생체 신호 분석  이미징 처리 시스템 기술

무선 네트워크 기반 건강 리 생체 신호 처리기술

무선 력 송수신 시스템 개발

생체내 모터 펌   밸  제어기술의 개발(생체기능장치로)

센서
비침습  방법의 생체신호 측정기 설계 기술

비  센싱 기술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 기술

모니터링 단말기
capacitance 측정을 이용한 소형의 손가락 표면 측정 기술

개인용 심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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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
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무선 력 송수신 시스템 
개발

효율(%),용량(
w),거리(m)

70, 10, 1 80, 15, 1 90, 20, 1 90, 20, 1

생체내 모터 펌   밸  
제어기술의 

개발(생체기능장치로)
제어효율(%) 70 80 　 80

센서

비침습  방법의 생체신호 
측정기 설계 기술

센서 인식 
정 도(%)

80 85 90 90

비  센싱 기술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 기술

센서 인식 
정 도(%)

80 85 90 90

모니터링 
단말기

capacitance 측정을 이용한 
소형의 손가락 표면 측정 

기술

정 도  
향상(%)

10 15 20 20

개인용 심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상호운용성, 
무선시스템

웹 기반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시스템

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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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영상진단기기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유방암을 비롯한 유방 질환의 상 진단에는 엑스선을 이용한 유방촬 술, 음

 유방촬 술, 핵의학 검사 등이 사용되고 있음.

 ○ 유방암 상진단기기는 감마선, X선 등을 조사하여 얻어지는 상을 통해 유방암

을 진단하는 이동형, 디지털 형태 등의 유방암 진단기기를 말함.

 ○ 유방암 상진단기기는 량 수입에 의존하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하 으나, 선진 

로벌업체의 제품과 경쟁하기 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 임. 특히 세계 의

료기기 리제도를 선도하는 FDA에서는 X선 피폭량에 한 감화를 요구하고 

있어 은 선량으로 고품질의 상을 획득하기 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음.

나. 범

 ○ (제품 분류 ) 유방암 상진단기기는 유방암 병소를 탐색․진단하기 한 

상장비로 X선을 투여하여 상신호를 출력하는 장치(Mammography)와 X선을 단

층촬 하여 출력하는 유방 CT, MRI 기술을 이용한 유방 MRI, 환자에게 투여된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 발생된 상 신호를 출력하는 핵의학유방암진단장치 등으

로 나뉨. 유방암의 기 진단을 한 상장비로 음 상진단장치가 있으나, 

이는 유방암에 특화된 장비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많아서 제외함. 

[유방암 상진단기기의 진단용 상장비 분류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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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유방암 상진단기기는 X선을 조 하는 조 기, X선을 빛으로 

환하는 섬 체, 빛을 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센서( 증배 )로 구성된 검출기 

부분과, 기 신호를 증폭하고 치 신호로 만들어 주는 기회로 부분, 획득된 

데이터를 상으로 재구성하는 상 재구성 시스템, 상을 표시하는 상 표시 

장치로 구성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유방암 상 

진단기기

검출기 조 기, 섬 체, 센서( 증배 ) 제조 장비, 라인, 분석 장비 등

기 회로 IC, PCB, 신호 송수신용 이블, 회로설계 제조 장비, 라인, 분석 장비 등

상 재구성 

시스템
상 데이터 처리 로그램, 서버

로그래  기술, 디지털 상처리  

신호처리 기술, system Integration 기술

상 표시장치 LCD, CRT, 기타 표시장치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 진단용 상 장비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검출기, 기회로, 상 표시장치 

 기타 부품  역을 포함. 제조기법  소재선택에 따른 상감도 향상, 부

품 특성  배열에 따른 상획득 기술 등 하드웨어 제조를 한 부품소재 등에 

특징이 있는 기술 뿐 아니라, 고해상도 상 처리/ 장, 신호처리 기술 등과 

련된 기술 포함 

2. 기술(특허) 분석72)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의 상특허 6,542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도별 출

원동향을 보면, 일본이 45%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유럽특허의 경우 큰 증가세 는 감소세 없이 꾸 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특허는 출원활동이 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7년을 기

으로 감소함  

72)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미국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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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B-006
방사선 진단용 기기, . 방사선치료와 결합하여 있는 장치(핵의학분야에 용하

는 방사선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 생체내 계수
1,872

G01T-001 X선, 감마선, 미립자선 는 우주선의 특징 362

A61B-005 진단을 한 측정; 개인식별 280

G06K-009
인쇄문자, 손으로 쓴 문자 는 패턴을 독취 는 인식하기 한 방법 는 장

치, . 지문을 한 것
279

A61K-051 생체내치료 는시험에사용하기 한방사물질을함유하는제제 234

C12Q-001 효소 는 미생물을 함유한 측정 는 시험방법 212

[IPC 분류별 황]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을 살펴보면, 일본출원인이 체 으

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극특허 한 일본의 출원이 활발하며, CANON, 

KONIKA가 상  출원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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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GE  MEDICAL 

SYSTEMS(US)
7 17

General  

Electeric(US)
123 16 CANON(JP) 351 79

2 Agfa  Gevaert(BE) 6 10
SIEMENS

(DE)
77 10 KONICA(JP) 242 38

3
GENERAL  

ELECTRIC(US)
3 8

GE Medical  

Systems(US)
46 16 FUJIFILM(JP) 169 8

4 KONICA(JP) 0 9 Searete(US) 28 14 TOSHIBA(JP) 130 3

5 FUJIFILM(JP) 1 7
HOLOGIC

(US)
21 17 HITACHI(JP) 85 6

(2) 국내동향

 ○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최  출원 173건을 기 으로 2009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 음.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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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코드 설명 건수

A61B-006 방사선 진단용 기기, . 방사선치료와 결합하여 있는 장치 114

A61K-031 유기 활성 성분을 함유 하는 의약품 제재 72

C07K-016
면역 로불린(Immunoglobulins), . 모노클로날(monoclonal) 는 폴리클로날 항체

(polyclonal antibodies)
40

G01N-033 그룹 1/00 ～ 31/00에 포함 되지 않는 특유의 방법에 의한 재료의 조사 는 분석 22

G01T-001 X선 , 감마선, 미립자선 는 우주선의 특징 21

A61K-039 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 18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의 주요 출원인 황을 살펴보면, 기업과 소기업 주의 특허 출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 으로 특허 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 기연구원(KR) 5 바텍(KR) 15 CANON(JP) 23

2
한국원자력의학원

(KR)
5 지노믹트리(KR) 4 이뮤노메딕스 10

3 연세 학교(KR) 5 - -
엑스카운터 

에이비(SE)
10

4
서울 학교산학 력

재단(KR)
4 - -

지이메디컬시스템즈

로발테크놀로지 

(US)

8

5 - - - -
시마즈세이사쿠쇼 

(JP)
7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유방암 상진단기기의 세계기  기술성숙도를 보면, 구성요소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요소는 상처리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경쟁력은 207.43인 

것으로 나타남.

 ○ 세계기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검출기(1.08), 상시스템(1.00), 상처리

기(0.96)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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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검출기 1.07 123.94 1.08 - - -

상처리기 0.89 207.43 0.96 - - -

상시스템 1.20 107.63 1.00 - -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유방암 산진단기기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상시스템(1.57), 검출기

(1.24), 상처리기(0.66),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상시스템이 813으로 타 분야 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나 기술 독 도가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검출기 1,640 1.24 549.20 

상처리기 1,748 0.66 386.82  

상시스템 1,607 1.57 813.58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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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검출기 - - 1.24 549.20 

상처리기 - - 0.66 386.82  

상시스템 - - 1.57 813.58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구성요소 상처리기가 2.5로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

야인 것으로 분석됨

   - 기술경쟁력은 모든 구성요소가 1 으로 국내 기술 수 이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활동지수 한 체 1 으로 체 으로 기술수 이 미성숙하

여, 소기업의 진출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단됨 

   - 기술확보지수는 센서가 5 으로 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술독 지수는 구성요소 체 평균 1.3으로 독 률이 다소 낮은 것으

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

력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검출기 1 1 1 1 1 1 1

상처리기 1 1 1 5 2 3.5 2.5

상시스템 1 1 1 1 1 1 1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세부 분석 기 은 5  척도로 하 으며, 체 구간에서의 상·하   집  구간 분포를 고려하여 수 구간을 선정함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방 의학에 한 심 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병원 측 요구 

 → 시장 니즈 1 : 가격화  고성능화

 ○ 평균연령  소득의 증가에 따라 방의학에 한 심이 고조되어 자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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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지속 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기능  분자 상이 생명과학 

연구와 질병 진단에 활용도가 높은 핵의학 상기기는 지속 인 성장 추세( 바이

오기술  시장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12)

 ○ 재 유통되는 부분의 유방암 상진단기기는 고가의 수입제품으로, 해당 분야 

국산화 성공이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의 수입

기기와 비교하여 상 으로 가격이 렴하고 성능은 동등 이상을 보일 수 있도록 

유방암 상 진단기기의 기술 개발이 필요함.

□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변화  

 → 시장 니즈 2 : 아날로그 장비에 한 디지털 시스템 요구

 ○ 일반 X선 촬 장치의 디지털 장비화에 이어 유방암 상진단기기에 해서도 빠

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음. 이에 따른 디지털 검출기(dector) 련 하드웨어 기

술  DICOM 등 의료 상 네트워킹 로토콜을 수하여 PACS와 연동되는 기

능에 한 기술개발이 필수화 되고 있음

 ○ 선진국을 시작으로 재 아날로그 타입의 유방암 상진단기기의 디지털화가 진행

되고 있어 앞으로 개발도상국 등 제3국의 수요 증 가 기 되어 조속한 기술개발

을 통한 디지털 시장 선 이 요구됨

□ PACS, CAD와의 연동  패키지 형태 시스템화

 → 시장 니즈 3 : 유방암 진단 보조 S/W 결합  타 품목과의 연계성 강화

 ○ 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PACS와의 연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상에 한 

정교한 상처리가 가능하여 독(진단)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된 유방암 검출 알

고리즘 S/W(CAD)와의 연동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한 유방암 조기 진단을 한 Breast MRI 등 타 상진단기기와의 Fusion 상 

교합이 요시되고 있어, 타 품목으로의 발  연계성이 높아 유방암 상진단기기

의 기술개발 필요가 높음

□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시장 니즈 4 : 고해상도, 고속획득, 융합 핵의학 유방암 진단기기

 ○ 한국은 디지털 기술, 반도체, 디스 이 분야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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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무선 통신 인 라를 기반으로 핵의학 상 진단기기 기술 우  확보가 가능

 ○ 정보통신망과의 연계로 상압축  장 기술이 더욱 요해지고 있으며, 핵의학 

상진단기기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기존의 PET 진단 기기에서 융

합 상인 PET-CT 진단기기로 환하는 추세가 뚜렷하여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 하고 산업을 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요인 Needs

- 방의학에 한 심 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병원 측 

요구

-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변화

- PACS, CAD와의 연동  패키지 형태 시스템화

-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 가격화  고성능화

- 아날로그 장비에 한 디지털 시스템 요구

- 유방암 진단 보조 S/W 결합  타 품목과의 연계성 

강화

- 고해상도, 고속 획득, 융합 핵의학 유방암 진단기기

[산업시장 수요 분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Kalorsma Information이 2009년 발행한 유방암 진단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7.1억 달러에서 2014년 9.1억 달러로 연평균(CAGR) 4.9%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Kalorama Information, 2009.02, , Medical Imaging Markets, Volume I: Radiography (X-Ray, Digital 

X-Ray, Fluoroscopy, Mammography,

[유방암 진단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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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의 경우  세계 으로 여성암 발병률 1 인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을 

한 유방진단기에 한 장비의 수요 증가 등으로 련 시장은 향후 연평균 11%이

상의 성장세가 기 됨 

   - 최근 국내 최 로 메디퓨처가 디지털 X-ray 유방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식약청 승

인을 획득하는 등 고가 의료장비의 국산화는 차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 완제품 컴퓨터 상기 시장 보고서에 수록된 제약/의료기기 용도의 시장 망에 따

르면 2009년 9.0억 달러에서 2014년 13.1억 달러로 연평균(CAGR) 7.7% 성장이 

상되고 있음

※ 자료 : BCC Research, 2010.6 , Machine Vision: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완제품 컴퓨터 상기 시장 망]

 ○ ·바이오 진단을 한 의료 상시스템 시장은  세계 시장의 80%를 미국, 유

럽, 일본이 차지하고 있음 

   - GE Medical System, Simens, Philips Medical Systems  Toshiba와 같은 세계  

업체들이 의료 상 시장의 70%이상을 유하고 있음

 ○ 상시스템시장은 의료기기 분야의 심산업이며 IT, BT, NT 기술 융합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 비형 산업으로써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

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음

 ○ 유방암 상진단기기를 포함한 국내 의료용 상기기는 가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고가 장비의 경우에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단되

어 련 핵심기술 확보를 통하여 시장 선 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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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황 분석

□ 유방암 상진단기기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9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검출기 자기공명 촬 기기 9018.13-0000

상 처리기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

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

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

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

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상 시스템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

터로 천연색의 것)
8528.4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

니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8528.49-2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

터로 천연색의 것)
8528.5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

니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8528.59-2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

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

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

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

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유방암 상진단기기 무역부문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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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검출기 자기공명 촬 기기 0.77 0.22 3.76 4.87 11.24 61.65 73.84 70.02 42.90 83.14

상 

처리기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

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4.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

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86.71 247.92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15.23 24.75 21.65 23.32 45.12 13.68 28.70 37.17 41.56 41.56

상 

시스템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

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4.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

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86.71 247.92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15.23 24.75 21.65 23.32 45.12 13.68 28.70 37.17 41.56 41.56

[구성요소별 수출입 황]

(단 :Mil$)

□ 수출입 황

 ○ 유방암 상진단기기의 구성요소  상시스템 시스템 분야의 앙처리장치의 수

출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출기의 무역거래는 미비한 것으로 조

사됨

   - 앙처리장치 수출 규모(mil$) : ‘05 9.3 -> '10 3.5

   - 앙처리장치 수입 규모(mil$) : ‘05 9.7 -> '10 247.9

   - 검출기 수출 규모(mil$) : ‘05 1 -> '10 11.2

   - 검출기 수입 규모(mil$) : ‘05 38.9 -> '10 42.9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검출기, 상 자동처리 기기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진단용 텔 비  모니터, 상시스템 앙처리 장치 등으

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검출기, 상 자동처리 기기 등

   - 수출 특화 분야 : 진단용 텔 비  모니터, 상시스템 앙처리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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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추이

검출기 자기공명 촬 기기 -0.98 -0.99 -0.90 -0.80 -0.76 수입특화 완화

상 처리기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

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

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

에 있는 것)

-0.31 -0.66 -0.86 -0.84 -0.97 수입특화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

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0.50 -0.88 0.17 -0.06 -0.43 수입특화 환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0.05 -0.07 -0.26 -0.28 0.04 수출특화 환

상 시스템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

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6 -0.80 -0.59 -0.76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

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

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

에 있는 것)

-0.31 -0.66 -0.86 -0.84 -0.97 수입특화 강화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

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0.50 -0.88 0.17 -0.06 -0.43 수입특화 환 

[구성요소별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

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 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 포지션

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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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matrix,dynamic,tomosynthesismotion,moving,computer,sets,scan,coil,points,framecoil,co

ils,MRI,processorobject,projection,set

CR_2 value,pixel,sensitivitypixel,correction,line

CR_3

photodetector,across,chargesunit,processing,informationfrequency,digital,multi,value,chi

paddress,transition,column,cycle,edge,infrared,readout,load,ion,pixels,motionline,amoun

t,respect

CR_4

volume,interest,breastpoints,objects,parameters,volume,RF,medical,size,matrix,dualsensi

tivity,selected,relates,scanningscan,quality,point,tomographymedical,attenuation,produci

ng,produced,plane

CR_5
diffusion,imager,integration,trajectories,sampled,edgestemperature,low,structure,portion

,laser,energy,electrode,levelelectrode,electrodes,charge,photoelectrical,coupled,devices

CR_6
conductivity,front,barrier,photodetector,topchip,component,body,anode,potential,electro

nlaser,emitted,sample

CR_7 reference,generates,inputconfigured,controller,state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 포지션맵]

 ○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는 24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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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tomosynthesis,angles,tube,examinationsignal,device,first,voltage,layercircuit,output,dete

ction,detectingvoltage,power,memory,circuit,lightindividual,separate,imaged

CR_9 light,optical,beam,source,radiationelectron,electrons,inspection,charged,wavelength

CR_10
layer,element,region,signals,images,temperatureregion,two,highportion,elements,positio

n,array

CR_11 radiation,plurality,substratesubstrate,formed,surface

CR_12 image,reconstruction,imaging,data,method

CR_13 signals,unit,generated,time

CR_14 level,operation,supply,detect,reference

CR_15 phase,Field,magnetic,object

CR_16 Clock,delay,Internal,terminal,driver,frequency,address,base

CR_17 edge,sub,interface,ray,error,module,highly,focus

CR_18 pixels,variable,conversion,direct,saturation

CR_19 breast,patient,artifacts

CR_20 potential,transistor,amplifier,filter,cell

CR_21 terminal,outputting,driving,outputs

CR_22 probe,measure,analysis,pattern

CR_23 semiconductor,detector,image,signal,Clock

CR_24 energy,material,direction,disclosed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검출기

유방 촬 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이  에 지 검출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Tomo 기능을 한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Digital mammography를 한 고효율 X-선  기술

엑스선 상과 분자 상의 융합이 가능한 일체형 PET/CT 모듈 개발

실시간 획득을 한 고속 상 송기술

연속촬 이 가능한 고정  력 원공 기 기술

상처리기

다각도 상을 이용한 3차원 상 재구성 기술

이  에 지를 이용한 상 처리 기술

지능형 토모 상처리 기술

선명도와 조도 향상을 한 고속 상처리 기술

상시스템

선량, 가격 유방X-선촬 기 설계  제조기술

차세  Tomosynthesis 설계기술

Tomosynthesis와 Mammography가 결합된 유방진단시스템 기술

유방 상진단용 MRI 설계 기술

고정  유방 생검 시스템 기술

고속, 고성능 컴퓨터보조 진단 기술

고정  유방압박 제어 기술

유방 용 하이 리드 분자 상 시스템 기술

[요소기술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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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기업 니즈조사

가. 기술 황 조사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
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검출기

유방 촬 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10% - - 10%

이  에 지 검출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10% - - 10%

Tomo 기능을 한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10% - - 10%

Digital mammography를 한 고효율 X-선  기술 20% - - 20%

엑스선 상과 분자 상의 융합이 가능한 일체형 PET/CT 모

듈 개발
- - - -

실시간 획득을 한 고속 상 송기술 - 10% - -

연속촬 이 가능한 고정  력 원공 기 기술 - - - -

상처리기

다각도 상을 이용한 3차원 상 재구성 기술 10% - - 10%

이  에 지를 이용한 상 처리 기술 - - - -

지능형 토모 상처리 기술 - - - -

선명도와 조도 향상을 한 고속 상처리 기술 - - - -

상시스템

선량, 가격 유방X-선촬 기 설계  제조기술 - - - -

차세  Tomosynthesis 설계기술 - - - -

Tomosynthesis와 Mammography가 결합된 유방진단시스템 기술 - - - -

유방 상진단용 MRI 설계 기술 - - - -

고정  유방 생검 시스템 기술 10% - - 10%

고속, 고성능 컴퓨터보조 진단 기술 - - - -

고정  유방압박 제어 기술 - - - -

유방 용 하이 리드 분자 상 시스템 기술 - - - -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4기업의 결과 임.

 ○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에서 ‘Digital mammography를 한 고효율 X-선  기

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20%가 보유하고 있으며, 2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다각도 상을 이용한 3차원 상 재구성 기술’은 보유 기술(10%), 소기

업형 기술(10%)라고 응답하 으며, ‘고정  유방 생검 시스템 기술’은 보유 기술

(10%), 소기업형 기술(10%)로 답변함

 ○ 도출된 요소기술 목록과 별도로 조사에 응답한 소기업이 작성한 유망기술(분야) 

은 다음과 같음

   - 3D 공속 상 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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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기술 니즈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상시스템과 상처리기 분야의 일부 기술

들은 소기업의 기술 진입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인 것으로 단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유방암 상진단기기 련 기업을 조사함

[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암진단키드, 실험장비, 유방암진단촬 기, 의료 상장비, 음 골 도측정기, 의료용 부품 생

산설비, 2차원 검사장비, 자 인지용 MAGVETRON, 디지털청진기

해외 기업 Koninklijke  Philips, Toshiba, Panasonic, Medison, Olympus, Acuson, Siemens, HITACHI

국내 기업

기업 삼성메디슨, 삼성 기, 엘지 자

소기업
바이오포토닉스, 아이엠헬스 어, 새론매디스, 디씨디, 거우엔지니어링, 동진메디칼, 에스엔유

리시 ㈜ 바이오넷, (주)온디맨드소 트, 헬스피아, 엠큐 테크놀로지

 ○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부분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소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유방암 상진단기기 단 의 제품을 기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조

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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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유방암 상진단기기 분야의 소기업

의 다수 업체는 부품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

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검출기

유방 촬 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특

이  에 지 검출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특

Tomo 기능을 한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특

Digital mammography를 한 고효율 X-선  기술 특

엑스선 상과 분자 상의 융합이 가능한 일체형 PET/CT 모듈 개발 특

실시간 획득을 한 고속 상 송기술 특

연속촬 이 가능한 고정  력 원공 기 기술 특

상처리기

이  에 지를 이용한 상 처리 기술 특

지능형 3차원 상재구성기술

선명도와 조도 향상을 한 고속 상처리 기술 특

상시스템

선량, 가격 유방X-선촬 기 설계  제조기술 특

Tomosynthesis와 Mammography가 결합된 유방진단시스템 기술 특

유방 상진단용 MRI 설계 기술 특

고정  유방 생검 시스템 기술 특

고속, 고성능 컴퓨터보조 진단 기술 특

고정  유방압박 제어 기술 특

유방 용 하이 리드 분자 상 시스템 기술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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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문가 의를 통해, 유사한 기술은 통합 조정하 으며, 련 소기업의 참여가능

성을 바탕의 기술의 범 를 토론하고 조정하 음.

   - 상재구성 련 기술, Tomosynthesis 련 기술들은 련기술들끼리 통합하고, 

기술의 범 를 고려하여 조정.

   - 한, 재 산업 황을 감안하여 기술의 개발가능성 등 산업화의 다양한 측면을 

토론하 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려

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

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

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검출기

유방 촬 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이  에 지 검출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Digital mammography를 한 고효율 X-선  기술

엑스선 상과 분자 상의 융합이 가능한 일체형 PET/CT 모듈 개발

연속촬 이 가능한 고정  력 원공 기 기술

상처리기
이  에 지를 이용한 상 처리 기술

지능형 3차원 상재구성 기술

상시스템

선량, 가격 유방X-선촬 기 설계  제조기술

Tomosynthesis와 Mammography가 결합된 유방진단시스템 기술

고정  유방 생검 시스템 기술

고속, 고성능 컴퓨터보조 진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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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검출기

유방  촬 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High Quantum  

efficiency
>60% >65% >70%

유방 촬 용 X-선 

검출기  prototype 제작

이   에 지 검출용 

선량 X-선 검출기 

제조기술

Detection

-energy  

detecting 

sensor

70% 80% 90%

이  에 지 검출용 

X-선 검출기  prototype 

제작

Digital  

mammography를 한 

고효율 X-선  기술

X-선 튜  

동작수명
>50h >70h >100h

Digital  Mammography 

고효율 X-선  

prototype 제작

엑스선 상과  

분자 상의 융합이 

가능한 일체형 PET/CT 

모듈 개발

허용 

오차범 ( 상)
>10% >8% >5%

일체형 PET/CT 

program 모듈  

prototype 제작

연속촬 이  가능한 

고정  력 

원공 기 기술

High voltage 

inverter  

frequency

100kHz 150kHz 200kHz

연속촬 용  고정  

력 원공 기 

prototype 제작

상

처리기

이   에 지를 이용한 

상 처리 기술

dual  energy 

subtraction 

S/W

>70% >80% >90%
Dualenergy용imagewor

kstation제작 

지능형  3차원 

상재구성 기술
나선형 CT방식 8채 16채 32채

3D image workstation  

제작

상

시스템

선량,  가격 

유방X-선촬 기 설계  

제조기술

조사선량 200mAs 150mAs 100mAs

선량, 가격 유방 

X-선 촬 기  prototype 

제작

Tomosynthesis와  

Mammography가 

결합된 유방진단시스템 

기술

허용 

오차범 ( 상)
>10% >8% >5%

Tomosynthesis와Mamm

ography가결합된유방진

단시스템

prototype제작

고정   유방 생검 

시스템 기술

정 도 허용 

오차범
1.5mm 1mm 0.5mm

고정  유방 생검 

시스템  prototype 제작

고속,  고성능 

컴퓨터보조 진단 기술
오진률 25% 10% 5%

DB  managing 

program 제작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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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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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영상진단기기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음  상 진단기기는 음 를 이용해 생체구조를 찰하는 진단기기를 말하며 

음  발신을 통해 생체 내 음성신호를 상신호로 수신, 환하는 진단기기를 

말함.

 ○ 음  상 진단장치는 MDCT, Cardiac 음  진단기기를 심으로 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고성능, 력, 고집 도 설계를 통해 고속 상처리 기술이 

목된 제품이 요구되고 있음.

 ○ 과거에는 일반 인 음  진단 기술로서 2차원 음  상진단이 가장 리 사

용되었으나 재에는 3D로 상이 구 되고 있고, 향후 4D에 한 기술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상되어 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높음.

 ○ 한 진료 역별 3  시장인 상의학과, 심장내과, 산부인과 이외 응 실, 마취

과 등에서의 음  상 진단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소형화된 장비(POC, 

Point Of Care)로 이동 편의성이 요구되고 있어 시장 수요에 맞춘 기술개발의 필

요성이 높음.

나. 범

 ○ (제품분류 ) 진단용 상장비  음 를 사용하여 상신호를 출력하는 진단

장치를 말하며, 음  이용 치료 장치는 제외 

[ 음  상진단기기의 진단용 상 장비 분류 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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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망 ) 음  상진단기기는 진단을 해 외부에서 공 되는 기신호를 

역학  진동에 지로 바꾸어 음 를 발생시키고, 변환기에 도달한 진동을 다시 

기신호로 변환하는 로 와 데이터 재구성을 한 용 로그램을 포함하는 시

스템통합 장치( 상 장/압축/ 송/제어 장치)와 의료용 상표시 장치로 구성됨.

[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 음  상 진단기기)]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음

진단장치

로 ( 음  

발신기, 변환기)

트랜스듀서, 음향 즈, 구동소자, 강유 체 

세라믹(PZT), 압  세라믹, 압  폴리머, 워 등
제조 장비, 라인, 분석 장비 등

시스템 통합장치
PACS, CAD, CAS, EMR 등 용 로그램, 

서버 등

로그래  기술, 디지털 상처리 

 신호처리 기술, system 

Integration 기술

상 표시장치 LCD, CRT, 기타 표시장치 제조 장비, 라인, 형 등

기타 부품 IC, PCB, 신호 송수신용 이블 제조 장비, 라인, 분석 장비 등

  ⇒ 음  상 진단기기의 범 는 음  이용 진단용 상장비 역이며, 공 망 

기 으로 로 , 시스템통합 장치, 상표시장치  기타 부품  역을 포함

하고, 제조기법  소재선택에 따른 상감도 향상, 부품 특성  배열에 따른 

3D/4D 상획득 기술 등 하드웨어 제조용 부품소재 등의 기술, 상처리  

장, 신호처리 기술 등과 련된 기술까지 포함.

2. 기술(특허) 분석73)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음  상진단기기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2,408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

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의 39.3%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활

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에는 약간 감소하 음.

73)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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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B-008 초음파, 음파, 아음파를 이용한 진단   194

G01N-029

초음파, 음파 또는 아음파의  사용에 의한 재료의 조사 음파를 물체에 투과에 

의해 물체 내부의 가시화 G01N 3/00 ~ G01N 27/00이 우선; 초음파, 음파, 

아음파의 측정 또는 지시일반 G01H 음향파, 예. 음향영상, 의 반사 또는 재방

사를 사용한 시스템 G01S 15/00 초음파, 음파 또는  아음파를 사용한 사진에 

유사한 기법에 의하여 기록을 얻는 것 G03B 42/06

14

G06F-019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에 특히 적합한 디지털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장치 또는 

방법(G06F 17/00이 우선; 행정, 상업, 재정, 경영, 감독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G06Q)

4

A61N-007
초음파치료(쇄석기A61B17/22,A61B17/225;초음파진동을이용하는마사지

A61H23/00)   [6]  
3

A61B-005
진단을위한측정(방사선진단A61B6/00;초음파,음파또는아음파에의한진단

A61B8/00);개인식별 
2

G01S-007 그룹 G01S 13/00,  G01S 15/00, G01S 17/00에 의한 방식의 세부 2

[IPC분류별 황]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유럽의 출원건수는 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Toshiba Corporation(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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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14 53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35 56
Toshiba 

Corporation
186 18

2
Medison 

Co., Ltd.
5 42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 Inc.

44 3
Hitachi Aloka 

Medical, Ltd
68 5

3

HITACHI 

MEDICAL 

CORPORATI

ON

30 16

Kabushiki 

Kaisha 

Toshiba

34 6 Panasonic 59 1

4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3 13
Medison Co., 

Ltd.
6 34

Medison Co., 

Ltd.
4 47

5
Olympus 

Corporation
1 10

Acuson 

Corporation
33 0

Olympus  

Corporation
25 2

(2) 국내동향

 ○ 음  상진단기기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0년 13건 증가추세

에서 ‘08년 48건으로 정 을 이루었으며 ’09년에는 약간 감소하 음.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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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상진단기기 분야의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3B-023
그룹 A63B 1/00에서 A63B 23/00의 단련 장치를 위한 전기 또는 전자 

제어
17

A63B-022
심장혈관계를 좋은 상태로 하기 위해 동작의 민첩성 또는 정합성을 길

들이기 위해 특히 적합한 훈련장치(힘저항체에 관한 것 A63B 21/00)
10

A61F-005

뼈또는관절의수술에의하지않는처치를위한정형외과적방법또는기구(뼈또

는관절의처치를위한수술기구또는방법,그에특히적합한기구A61B17/56);

간호용기구(붕대,피복용품또는흡수성패드A61F13/00)  

10

A61H-001
피동적인운동용의장치(A61H5/00이우선);진동장치;척추조정장치,예.신체

충격장치,부서지지않은뼈를간단하게교정시키는장치    
8

A63B-021
측정구가있든지없든지기구또는장치의저항력을이용신체의근육또는관절을

발달또는강화시키기위한훈련장치(전기적또는전자적제어A63B24/00) 
8

A61H-023
타격또는진동마사지,예.초음파진동을이용하는것;흡입진동마사지;진동판에

의한마사지 
5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메디슨이 10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주식회사 바이오넷, (주)온디맨드소 트 등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3 주식회사 바이오넷 3 주식회사 메디슨 103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주)온디맨드소프트 3 삼성전기주식회사 4

3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1 주식회사 헬스피아 2 엘지전자 주식회사 2

4 - - (주) 엠큐브테크놀로지 2 - -
5 - - - - - -

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음  상진단기기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

요소는 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3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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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로 (1.06), 상시스템

(0.94)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로 0.91 452.33 0.87 1.13 0.03 1.06 

상시스템 1.08 581.67 1.12 0.90 0.02 0.94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음  상진단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상시스템(1.24), 로

(0.74)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상시

스템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음  상진단기기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로 , 상시스템 등 

2가지 구성요소  상시스템의 기술 독과  수 이 낮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로 6810 0.74 214.08  

상시스템 12,215 1.24 71.30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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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로 0.03 1.06 0.74 214.08  

상시스템 0.02 0.95 1.24 71.30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음  상진단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로 가 3.28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

야인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로 1 4 2.2 5 3 4 3.28

상시스템 1 2 1.4 1 5 3 2.36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방의학에 한 심 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병원 측 요구 

 → 시장 니즈 1 : 가격화(2D array 음  변환기)  고성능화(4D 상 획득 

기술)

 ○ 방의학에 한 심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병의원의 지속 인 노력으로 

인해 자의료기기 시장은 지속 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상진단

기 시장은 진단시간 단축, 실시간 진단, 3차원 이미지  그에 따른 특수 분야에 

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진단방법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 음 기기

의 시장 기술 보고서, 소기업청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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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 3차원 음  상 진단기기는 진료비를 높이게 되어 그 보 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의 기기와 비교하여 동등한 성능을 보이면서

도 상 으로 가격이 렴한 3차원 상 진단기기의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휴  이동이 가능한 진단  수술용 상 진단기기 필요성 증가

 → 시장 니즈 2 : 소형화  력, 이동형 음  상 진단기기

 ○ 진료 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게가 가볍고 이동이 편리한 음  상 진단

기기에 한 제조 기업들의 심이 증 되고 있으며, 필립스, GE 등 로벌 기업

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동이나 휴 가 가능하도록 기기를 경량화  소형화하여 IPC 분류에 맞추어 제

품을 개발해야 시장 확 에 기여가 가능함.

□ 수입 장비, 부품소재 가격 등 등으로 인한 수  불안정성

 → 시장 니즈 3 : 국산 장비,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음  상 진단기기

 ○ 음  상 진단기기를 구성하는 부품  가장 요한 부품인 로 를 제조하

기 한 element를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부품 소재 가격  

수 의 불안정성 문제가 존재

 ○ 로  부자재(element), 기타 부품(IC)의 국산화를 통해 단가 감 뿐 아니라, 소

싱 기업 다변화를 통해 수  불안정성 해소 필요  

□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시장 니즈 4 : 고해상도(Resolution 0.08), 고속획득(4D 상 재구성 15ms 이

하), 융합 음  상진단기기( 임율>60 frame/s)

 ○ 한국은 반도체, 디스 이 분야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유무선 

통신 인 라를 기반으로 음  상 진단기기 기술 우  확보 가능

 ○ 정보통신망과의 연계로 상압축  장 기술이 더욱 요해지고 있으며, 음

 상진단기기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기존의 2차원 음 진단

기에서 3차원 음  진단기기로 환하는 추세가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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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eeds

- 방의학에 한 심 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병원 측 요구

- 휴 이동이 가능한 진단  수술용 상진단기기 
필요성 증가

- 수입장비, 부품소재 가격 등으로 인한 수  불
안정성

- 세계 최고 IT 기술력  유무선 통신 인 라 보유

⇒

- 가격화  고성능화(4D 상 획득 기술)
- 소형화  력, 이동형 음  상 진

단기기
- 국산 장비, 부품소재 용 비 이 높은 

음  상 진단기기
- 고해상도, 고속획득, 융합 음  상진

단기기

[산업시장 수요 분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2010년 발행된 GBI에 음 상진단에 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체 음

시장은 2009년 37억달러에서 2014년 54억달러로 연평균(CAGR) 7.0% 성장이 상

되고 있음

   - 컬러 도 러 시스템(Color Doppler Ultrasound System)은 류의 방향에 따라 

색을 정하고, 류의 속도에 따라 밝기를 정하는 음  상진단법  하나로 

연평균 8.0%의 성장이 상되며 2014년에는 50억달러 규모의 성장이 상됨   

※ 자료 : GBI Research, 2010.08, Diagnostic Imaging Market to 2016 - Nuclear Imaging Systems and Ultrasound Systems to be 

the Key Revenue

[ 음  상 진단 시장 망]

  

 ○ 음  진단장치는 음  빔의 방향 특성을 이용하여 인체에 주사된 신호의 반

향 신호를 수신하고 인체 내부의 단면을 재구성함으로서 인체 상 정보를 제공

하는 원리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삼성메디슨)이 음  상진단

기 개발의 심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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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이 음  유한회사, 지멘스, 지이메디칼시스템코리아, 리덤이  등의 

의료기회사들이 음  상 진단기 연구를 수행 임 

 ○ GE Healthcare가 체시장의 25.1%로 가장 높은 유율을 차지하 고 다음은 

Philips Medical Systems, Siemens Medical Solutions, Toshiba Medical Systems

가 각각 19.0%, 14.9%, 12.2% 순이며, 한국의 Medison은 체 시장의 3.4%로 8

로 나타남.

 ○ 장년층의 증가에 따라 진단기기에 한 심고조  수익성 향상을 한 지속

인 노력으로 인해 자의료기기 시장은 지속 으로 확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음  상진단기기를 포함한 상진단기 시장은 진단시간 단축, 실시간 

진단, 3차원 이미지  그에 따른 특수 분야에 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진단 방

법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  

(2) 무역 황 분석

□ 음  상진단기기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3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로
음  상진단기 9018.12-0000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9018.19-9000

상 
시스템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연
색의 것)

8528.4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로 흑
백 는 기타단색)

8528.49-2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연
색의 것)

8528.5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로 흑
백 는 기타단색)

8528.59-2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
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 음  상진단기기 무역부문 품목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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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황

 ○ 음  상진단기기의 구성요소  로  분야의 음  상진단기 수출입규

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용 특수제작 텔 비  모니터의 무역거래

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 음  상진단기 수출 규모(mil$) : ‘05 197.1 -> '10 294.9

   - 앙처리장치 수입 규모(mil$) : ‘05 35.2 -> '10 42.3

   - 의료용 특수제작 텔 비  모니터 수출 규모(mil$) : ‘05 96 -> '10 504

   - 의료용 특수제작 텔 비  모니터 수입 규모(mil$) : ‘05 18 -> '10 19

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로

음  상진단기 227.85 266.88 293.40 231.69 294.99 40.16 42.72 70.02 30.86 42.25

부분품과 부속품( 기

식 진단용 기기)
81.88 85.53 111.93 91.51 113.89 88.09 94.60 104.98 82.10 103.07

상 

시스템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

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

(동일 하우징 속에 있

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4.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

상인 것으로서 주기

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

(한가지 는 두가지

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86.71 247.92

기타(기타 자동자료처

리기계)
15.23 24.75 21.65 23.32 45.12 13.68 28.70 37.17 41.56 41.56

[구성요소별수출입 황]

(단 :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상 자동처리 기기, 상 시스템 기억장치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음  상진단기, 진단용 텔 비  모니

터, 상시스템 앙처리 장치 등으로 조사됨

   - 수출 특화 분야 : 음  상진단기, 진단용 텔 비  모니터, 상시스템 앙

처리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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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추이

로
음  상진단기 0.70 0.72 0.61 0.76 0.75 수출특화 강화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0.04 -0.05 0.03 0.05 0.05 수출특화

상 시스템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

니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 0.32 0.21 -0.40 0.43 수출특화 강화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

터로 천연색의 것)

- 0.02 0.03 -0.05 0.26 수출특화 강화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

니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 0.68 0.65 0.65 0.93 수출특화 강화

[구성요소별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

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 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음  상진단기기 분야 포지션

맵 작성 

[ 음  상진단기기 포지션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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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상진단기기 분야 포지션맵 분야는 20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code,reading,symbolbar,LED,subsystems,narrow,wide

CR_2
object,digital,control,images,illuminationsubsystem,automatic,automatically,capture,code,volumevolu

me,motion,objects,operations,linear,bar

CR_3 illumination,Detection,area,array,lightoperations,FOV,employinglinear,represented,housing,coplanar

CR_4
RF,coil,static,MRIcolor,pixels,value,predeterminedvideo,single,memory,userdocument,scanner,check,

eye,endoscope,table,layer

CR_5 image,Imaging,System,signal,pixel,mailpixel,color,circuit,position,radiation,section,subsystem,infrared

CR_6
energy,ratio,controlledmodule,transmission,sensing,multi,capturedexposure,measurement,rangemulti

,integrated,mode

CR_7

communication,transmitting,displaying,connectedeye,human,lenses,create,mirror,Thermal,raw,face,fe

atureacquisition,acquiring,acquiredsubstrate,semiconductor,pattern,inspectiondistance,positions,condi

tions,obtainingcircuit,portion,surface

CR_8

ultrasound,tomography,techniquesection,generates,electronic,subject,lens,video,magnetic,module,vehi

clesurface,disclosed,configured,methodsuser,input,selectedrecording,medium,storagecontroller,respec

tive,result

CR_9 position,obtained,detectingdetermining,determined,determine

CR_10 tissue,patient,ultrasound,calibration,network,features,setting,RFmedical,parameters,acquisition

CR_11

component,space,units,projection,focus,levelnoise,frequency,function,controllertransfer,diagnostic,cen

tral,post,scene,directions,voltagestep,indicating,determination,threshold,condition,periodsetting,sets,p

icture,difference,step,transfer

CR_12 radiation,detector,source,beamtarget,point,determininglaser,energy,local,component,tissue

CR_13 container,controllers,correlate,containers,bottom,flashes,skin,vibrations

CR_14 data,apparatus,device,method

CR_15 signal,unit,first,object

CR_16 vehicle,processes,parameter,noise,communication,substrate,frame

CR_17 magnetic,scanning,medical,target

CR_18 infrared,visible,sample,chemical,laser,document

CR_19 frame,frames,recording,conversion

CR_20 conversion,solid,outputs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 도출 결과]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로

신호처리기술과 Vector 기술을 이용한 음  센서 설계  제조기술

3-D 상 구 을 한 2-D Array 음  로  획득 기술

트랜스듀서를 수행 가능한 로  개발 기술

휴 용 음  상 진단기기 센서 설계  제조기술

상시스템

상  재구성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구성 기술

X-선 시스템과  통합을 한 상 재구성 기술

음  고속 상처리를 한 모듈화 기술

휴 용 력 음  상 진단기기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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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로

신호처리기술과 Vector 기술을 이용한 음  

센서 설계  제조기술
17% - - 17%

3-D 상 구 을  한 2-D Array 음  로  획득 기술 17% - - 17%

트랜스듀서를 수행  가능한 로  개발 기술 - - - -

휴 용 음  상  진단기기 센서 설계  제조기술 - - - -

상 시

스템

상  재구성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구성 기술 17% - - 17%

X-선 시스템과  통합을 한 상 재구성 기술 33% - - 33%

음  고속 상처리를  한 모듈화 기술 50% - - 50%

휴 용 력 음   상 진단기기 시스템 개발 17% - - 17%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8기업의 결과 임.

 ○ 음  상 진단기 분야에서 ‘ 음  고속 상처리를 한 모듈화 기술’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50%가 보유하고 있으며, 50%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X-선 시스템과  통합을 한 상 재구성 기술’은 보유 기술(33%), 소기

업형 기술(33%)라고 응답하 으며, ‘휴 용 력 음   상 진단기기 시스

템 개발’은 보유 기술(17%), 소기업형 기술(17%)로 답변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음  상진단기기 련 기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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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음 용작기, 음  결함탐상 시스템, 음 발진검사기, 태아감시장치, 의료용3D카메라, 진동용작기,  

음  음속 측정기, 블캠검사기, 음 진단기, 음  발신기, 변환기, 시스템 통합 S/W, 서버,  

해외 기업
Siemens, General Electric, Philips, SOUND, ACUSON, SONOSITE, Gore, SMMI II, AVENET,Supertex, 

TERATECH, HITACHI,  Sensant, Toshiba

국내 기업

기업 지멘스, 삼성 자, 엘지 자, 삼성메디슨, 삼성 기

소기업

가의료기, 피제이 자, 코보닉스, 리노, 리모텍, 해인, 드로버, 휴먼스캔, 로소닉, 디지탈에코, 비엠

텍월드와이드, 아이블포토틱스, (주)디자인넥스트, 인피니트테크놀로지(인피니트헬스 어), 메센츠, 디알

텍, 엠큐 테크놀로지, 동진메디칼, ㈜메디코텍, 알 인터넷, 덕 자, 스카이 자, 아나로그월드, 우성, 

동백, 쓰리디이미징 앤시물 이션즈

 ○ 음  상 진단기기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70%이

상의 소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7%의 소

기업이 공  사슬상 1차 공  기업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음  상 진단기기 단 의 제품을 기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

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음  상 진단기기 분야의 소기

업의 다수 업체는 부품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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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로

신호처리기술과 Vector 기술을 이용한 음  센서 설계  제조기술 특

3-D 상구 을 한 2-D Array 음  로  제작기술

고 역 로  제작기술

휴 용 음  상 진단기기 센서 설계  제조기술 특

고유연성 로 이블 제작기술

상시스템

상 재구성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구성 기술 특

X-선 시스템과 통합을 한 상 재구성 기술 특

음  고속 상처리를 한 모듈화 기술 특

휴 용 력 음  상 진단기기 시스템 개발 특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
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문가 의를 통해, 기술을 체 조정하거나 삽입하고, 련 소기업의 참여가

능성을 바탕의 기술의 범 를 토론하고 조정하 음.

   - 트랜스듀서 련 기술은 보다 기술을 명확히 하기 하여 기술을 체하는 형식

으로 조정.

   - 로  개발에 필요한 고유연성 로 이블 련 기술을 삽입.

   - 한, 재 산업 황을 감안하여 기술의 개발가능성 등 산업화의 다양한 측면을 

토론하 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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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로

3-D  상 구 을 한 2-D Array 음  로  제작기술

고 역 로  제작기술

휴 용 음  상 진단기기 센서 설계  제조기술

고유연성 로 이블 제작기술

상시스템

X-선 시스템과 통합을 한 상 재구성 기술

음  고속 상처리를 한 모듈화 기술

휴 용 력 음  상 진단기기 시스템 개발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로

3-D  상 구 을 한 

2-D Array 음  

로  제작기술

3D 상을 한2-Darra

y 로 상용화 

16*16element

로 설계

16*16element

로 공정개발

16*16element

로 시제품

2-D 로 의 

양산 기술 개발

고 역  로  

제작기술

A-mode 방향 해상도 

향상

A-mode 

해상도:

0.15mm

A-mode 해상도:

0.1mm

A-mode 

해상도:

0.08mm

고 역 로  

설계  제작 기술

휴 용  음  상 

진단기기 센서 설계  

제조기술

휴 성을 향상시킨 

로  설계  제작

휴 용 로

구조설계

휴 용 로

제작공정개발

휴 용  

로  시제품

휴 용 음 로

 

고유연성 로 이블 

제작기술

2-D array 로 를 

한 이블  제작

2Darray 

로 를 한 

고조 도 

이블개발 

로 와의

임피던스매칭 
　

2-D array 

로 를 한 

이블

상 

시스템

X-선  시스템과 통합을 

한 상 재구성 기술

통합 상재구성모듈

개발 

통합 상처리

모듈설계

통합 상처리

모듈제작 검증

임상  효용성 

평가

X-선  음  

상 통합 재구성  

모듈

음   고속 상처리를 

한 모듈화 기술

수집 데이터 고속 

상 처리 기술 개발

임 수: 

40frame/s

임 수: 

50frame/s

임 수: 

60frame/s

고속 상처리용모

듈 

휴 용  력 음  

상 진단기기 시스템 

개발

력 소형 회로 

구성

소형진단모듈

설계 

소형 진단 모듈 

제작  검증

사용자인터페

이스

개발 

소형 음 상진

단기기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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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전략제품별 현황분석 및 기술로드맵

- 1302 -

치과용 영상진단기기

1. 개요

가. 정의  필요성

 ○ 치과용 상 진단기기는 다양한 구강 질환의 방, 진단, 치료를 해 쓰이는 진

단기기를 말함. 

 ○ 치과용 상 진단기기는 악골  치아병소 확인을 한 치과방사선 장비로 디지털 

X-ray, 3차원 CT  CBCT (Cone Beam CT) 등의 기기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었으

며, 기존 X-ray 방식의 진단법을 탈피하여 학  진단법 등이 용되고 있음. 

 ○ 한 교정  보철 치료에 있어서 필수 과정인 치아의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제작을 해 구강내 카메라를 이용한 3D 디지털 스캐  장비가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치과 의료산업은 2000년  들어 임 란트와 디지털장비 등의 약진과 생활수

이 상승할수록 시장규모가 상 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 

상장비와 달리 치과용 진료  치료의 특성이 반 된 기기의 개발이 필요함. 

 ○ 체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에서 있어 치과 의료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 이나 기

여도가 히 높음에도 정부 연구개발 산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 은 불

과 3.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제3회 치과의료 정책포럼, 2010. 9. 9).

나. 범

 ○ (제품분류 ) 진단용 상장비  치과 역에서 사용하는 진단장치를 말하며, 

치료 장치는 제외 

 ○ (공 망 ) 치과용 상진단기기는 진단을 해 구강  악골을 찰하기 

한 구강내 카메라, 치과용 X-ray 시스템, 구강내 3D 스캐   상의 처리와 재

구성을 한 용 로그램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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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치과용 상 진단기기)]

분야
분야

(공 망 단계)

세부 제품

소재/부품 장비

치과용 

상 

진단기기

치과용 고정  

디지털 X-ray

고 압 원, X-ray 발생장치, X-ray 검출기, 

구동부, 상재구성  상처리 소 트웨어 등 

제조 장비, 라인, 형, 분석 장비, System 

Integration, 상처리 기술  등

비방사선 상 

진단기기

원, 학부품, 로우 , 상재구성  

상처리 소 트웨어 등

제조 장비, 라인, 형, 분석 장비, System 

Integration, 상처리 기술  등

구강내 카메라 즈, 상센서, 용 로그램 등
로그래  기술, 디지털 상처리  

신호처리 기술

구강내 디지털 

3D 스캐

즈, 상센서, 원, 소형카메라, 소형 

로젝션, 상수집보드, 서버, 상재구성  

상처리 소 트웨어, CAD/CAM 등

로그래  기술, 디지털 상처리  

신호처리 기술, 제조 장비, 라인, 형, 

분석 장비, System Integration  등

  ⇒ 치과용 상 진단기기의 범 는 진단용 상장비 역  치과 용으로 사용되

는 기기이며, 공 망 기 으로 치과용 디지털 X-ray, 비방사선 상진단기기, 구

강내 카메라, 구강내 3D 스캐 를 포함하고, 각 기기의 제조기법에 따라 상획

득을 한 디지털 X-ray 검출기나 센서, 학설계, 시스템 통합기술, 획득한 

상의 재구성  상의 처리와 장 기술 등과 련된 기술을 포함 

2. 기술(특허) 분석74)

가. 기술동향 분석

(1) 세계동향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동기간 상특허 1,075건 체에 한 각 국가의 연

도별 출원동향을 보면, 미국이 체의 55.2%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약간 

감소하 음.

74) 최근 10년간(2000년 1월 ~ 2011년 9월) 공개된 해외특허(일본, 미국, 유럽 공개특허  등록특허)와 국내특허(국내 공개특허  등

록특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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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원동향]

 ○ IPC 분류별로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B-006
방사선 진단용 기기, . 방사선치료와 결합하여 있는 장치(핵의학

분야에 용하는 방사선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  생체내 계수 

G01T 1/161; X선 사진촬 장치 G03B 42/02)
177

A61B-001

시각 는사진 검사에의한인체의체강(cavities)내부 는 내부의진

단을행하기 한기기, )내시경( 음 ,음 는아음 를이용하는인

체의체강 는 부의진단A61B8/12;세포의표본을취하거나생체조직검

사를 한내시경용기도구A61B10/04；수술용A61B17/00；가요성이있

는도 을통하거나따라조작되어지는 이 빔을이용하는수술용기기

A61B18/22);그것을 한조명장치( 의검사용A61B3/00) 

92

A61C-019
치과용 보조용구(치과용 의자  는 그 부속품, 의자와 조합되거나 

조합되지 않은 작업 )
63

A61B-005
진단을 한측정(방사선진단A61B6/00; 음 ,음 는아음 에의한

진단A61B8/00);개인식별 
51

A61C-003
치과용 공구 는 기구(이식용 공구 A61C 8/00; 의치고착공구 

A61C 13/12; 시각 검사 장치, . 치과용 거울 A61B 1/24)
36

A61C-005 이(齒)의충 는피복 33

[IPC분류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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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삼극특허의 경우, 유럽은 출원건수는 으나 삼극특허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irona Dental Systems GmbH, J.MORITA TOKYO MFG.CORP(일본) 

등이 3 지역 특허의 상  출원인 것으로 분석됨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의 삼극특허 출원 황]

순 유럽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미국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일본

비삼극

특허

삼극

특허

1

Sirona  
Dental 
Systems 
GmbH

4 5
Sirona  Dental 

Systems 
GmbH

7 6
 J.MORITA 
TOKYO 

MFG.CORP
14 0

2
Ivoclar 

Vivadent AG
1 7

Eastman 
Kodak 

Company
2 7 Hitachi medical 8 3

3
Carestream 
Health, Inc.

1 7
Olympus 

Corporation
3 6 JMS Co.,ltd 4 0

4 Planmeca Oy 4 4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3 6 Panasonic 3 0

5
OY AJAT 

LTD.
1 6

GENDEX 
CORPORATIO

N
4 5

Chugoku  
Industrial 
Innocation 
Center

2 0

(2) 국내동향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국내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00년 3건 증가추세

에서 ‘08년 22건으로 정 을 이루었으며, ’09년에는 13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 출원동향  연도별 내국인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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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IPC 분류별로 국내 출원의 황을 분석하 음.

IPC 코드 설명 건수

A61B-006

방사선 진단용 기기, 예. 방사선치료와 결합하여 있는 장치(핵의학분야에 

적용하는 방사선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예. 생체내 계수 G01T 1/161; 

X선 사진촬영장치 G03B 42/02)

28

A61B-001

시각또는사진적검사에의한인체의체강(cavities)내부또는관내부의진단을행

하기위한기기,예)내시경(초음파,음파또는아음파를이용하는인체의체강또는

관부의진단A61B8/12;세포의표본을취하거나생체조직검사를위한내시경용

기도구A61B10/04；수술용A61B17/00；가요성이있는도관을통하거나따라

조작되어지는레이저빔을이용하는수술용기기A61B18/22);그것을위한조명

장치(눈의검사용A61B3/00) 

16

A61C-019
치과용 보조용구(치과용 의자 또는 그 부속품, 의자와 조합되거나 조합되

지 않은 작업대)
15

A61C-013
치과보철;그의제조(치아를씌우기위한치관A61C5/08;치과임플란트

A61C8/00) 
4

A61C-005 이(齒)의충전또는피복 2

A61C-011
치과용 교합기, 즉 아래턱 골절템포(the temporo mandibular joints)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교합모형 또는 주조
1

[국내 IPC분류별 황]

 ○ 국내출원 황을 살펴보면, 학/연구기 에서는 한국 기연구원이 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기업에서는 주식회사 드림 이, (주)덱스

코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특허 출원은 반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특허출원활동은 무한 것으로 악됨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황]

순 학/연구기 특허건수 소기업 특허건수 기업 특허건수

1 한국전기연구원 2 주식회사 드림레이 2 주)이우테크놀로지 2

2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1 (주)덱스코윈 2 - -

3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 (주)레이나 1 - -

4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1
(주)윈어스

테크놀로지
1 -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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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지수분석

(1) 기술성숙도 분석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구성요소  상 인 기술경쟁력이 가장 높은 구성

요소는 상시스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06

인 것으로 분석됨 

 ○  세계 비 한국의 기술활동도가 높은 구성요소는 Detector (1.03), 상시스템 

(0.73)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세계 기  세계 비 한국 기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향력

지수

기술

경쟁력

기술

활동도

Detector 0.87 439.02 0.78 0.58 0.01 1.03 

Generator 1.26 129.68 1.03 - - -

상시스템 1.35 154.31 1.93 1.92 0.06 0.73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 분석 결과] 

* 향력지수 : (Patent Impact Index) = 특정기술 분야의 특정출원인(국가)의 피인용비 / 체 피인용비

* 기술경쟁력 : (Technology strength) = 특허건수 × 향력지수

* 기술활동도 : (구성요소별 출원인 건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출원인 건수 / 략제품별 특허 출원건수)

(2) 기술진입도 분석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기술확보지수는 상시스템 (2.42), 

Generator(0.95), Detector (0.69) 순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 특허 비 패

리 특허수의 비 은 Detector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기술 경쟁 강도를 살펴보면 Generator의 기술독 지

수가 1,183으로 등 구성요소  비교  독과  수 이 높은 것으로 악됨

구성요소 패 리특허수 기술확보지수 기술독 지수

Detector 3,160 0.69 763.64  

Generator 889 0.95 1183.90 

상시스템 2,500 2.42 276.24 

[구성요소별 기술진입도 분석 결과]  

* 기술확보지수 : (구성요소별 패 리특허수 / 구성요소별 특허건수) / ( 략제품별 패 리특허수 / 략제품별 특허건수)

* 기술독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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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기업 기술 합성 분석

 ○ 특허지수분석을 통하여 략제품별 구성요소의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를 분석

하 음.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지수가 높은 경우 기술의 성숙정도가 높은 것

으로 악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확보지수와 기술독 지수로 기술의 경쟁상황을 

악하여 기술진입여부를 분석할 수 있음. 기술진입도는 낮으면 기술의 경쟁강도

가 은 것으로 분석됨.

   - 구성요소별 기술성숙도와 기술진입도의 평균치로 반 인 해당 략제품의 

소기업 합성을 악할 수 있으며, 보통이상(3~5 ), 보통(2~3 ), 보통이하(2

이하)로 구분하 음.

구성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Detector 0.03 0.81 0.69 763.64  

Generator - - 0.95 1183.90 

상시스템 - 1.42 2.42 276.24 

[특허지수 분석 종합]

 ○ 특허지수 분석을 종합하여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구성요소별 소기업 

합성을 살펴보면, Detector가 2.36으로 구성요소  소기업에 가장 합한 기술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구성

요소

기술성숙도 기술진입도

Total

Score기술경쟁력

지수

기술활동

지수
Score

기술확보

지수

기술독

지수
Score

Detector 1 2 1.4 5 1 3 2.36

Generator 1 1 1 4 1 2.5 1.9

상시스템 1 5 2.6 1 2 1.5 1.94

[ 소기업 합성 분석 종합]

* Total Score는 1 으로부터 5 까지의 범 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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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시장 분석

가. 니즈 분석

□ 치과질환의 방  진단을 한 수요 증가 

 → 시장 니즈 1 : 치과용 고정  디지털 X-ray

 ○ 치과의 모든 진료와 치료에 있어서 치아  구강상태에 한 진단을 기본과정 

임. 국내 기술로도 치과용 디지털 X-ray, 노라마 X-ray 등의 기술 개발의 상용

화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감소, 진료시간의 단축 등의 장 으로 국내외에 성공

인 보 을 하고 있음.  

 ○ 치과용 X-ray 시스템은 촬  부 의 한계로 인해 제한 이 있는데 X-ray Source

의 크기 감소로 인해 시스템 동작  제어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다방향 

강내형 상 시스템 사용을 통해 상의 진단능을 높일 수 있음. 이는 구강내 삽

입 가능하며 고출력을 발생하는 소형 X-ray 튜 를 이용하여 고분해능 X-선 진

단 상장치를 구 하는 기술임. 

 ○ X-ray detector에 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detector의 크기가 아직도 커서 

환자가 촬   이물감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며, 센서 자체가 기존의 필름보

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하악 설측에 디지탈 센서를 치할 경우 이물감이 크다는 

단 이 있어서 이에 한 소형화  탄력성이 있는 센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치과용 고정  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  치아 형상정보를 획득한 

3차원 모델링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강상태 검사, 환자 맞춤형 임 란트 모델링, 

임 란트 수술계획 지원 시스템, 상융합 치과수술 가이드/지원 시스템 등의 기

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료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 까지 디지털 치과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환자 심의 치과 진료  치료 서비스 필요성 증가

 → 시장 니즈 2 : 구강내 디지털 3D 스캐

 ○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임 란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는 서비스의 요구

가 증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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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메탈, 에 비해서 더 경제 이며 치아 수복물로써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재료(지르코니아)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라믹재료는 

택과 심미성이 뛰어 나고, 내구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생체 합성이 다른 보철물

보다 훨씬 좋은 장 으로 인해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 되고 있음. 

 ○ 이러한 세라믹재료 수복물 제작을 해서는 치아 모형의 디지털화가 필수 이며, 

구강내 치아 측정 스캐 를 이용하여 쉽게 디지털모델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진료

실에서 기공소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달할 수 있음. 한 컴퓨터상에서 디

지털치아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수복물 제작 기간

이 단축 될 수 있음.

□ 치과 진단분야에서의 새로운 진단 기술 확보

 → 시장 니즈 3 : 치과용 비방사선 상 진단기기의 개발

 ○ X-ray 시스템의 경우 방사선 피폭이라는 단 이 있으나, 학 등의 비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방식으로 방사선에 한 우려를 없애고 방사선 상에서는 보기 어

려웠던 진단 역을 개척할 수 있음. 비방사선학  골분석방법은 새로운 경조직 

분석법으로 임 란트 식립시 인 골의 평가  치근 근도를 평가하기 한 독창

인 기술개발과 의료기기 발명을 창출할 것임.

 ○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기술은 안과용 장비로 상용화 된 이래로 생체 

조직에 한 최소 침습 진단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구강 내부에 한 상

화  뿐만 아니라 치아우식증  구강암 진단 등의 활용이 가능함.

요인 Needs

- 치과질환의 방  진단을 한 수요 증가

- 환자 심의 치과 진료  치료 서비스 필요성 증가

- 치과 진단분야에서의 새로운 진단 기술 확보

⇒

- 치과용 고정  디지털 X-ray

- 구강내 디지털 3D 스캐

- 치과용 비방사선 상 진단기기의 개발

[산업시장 수요 분석]

나. 산업특징  구조

(1) 시장 황/ 망분석

 ○ 치과용 시스템  부품 시장에 한 시장 보고서에 수록된 Cone Bean CT 

Systems 시장 망에 따르면 2009년 2억 2,000만 달러에서 2014년 3억 8,000만 달

러로 연평균 11.3% 성장이 상되고 있음



바이오

- 1311 -

※ 자료 : Freedonia Focus, 2010. 11 , Freedonia Focus on Medical Imaging Products to 2014

[치과용 시스템  부품 시장 망]

 ○ 국내 치과 상진단분야는 독보 인 시장 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서의 

성공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표 인 기업으로는 바텍이 있음

   - 바텍은 호주 시네시스 메디컬과 1,200만 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 으며, 

치과용 상진단기기를 포함한 음 진단기기, X-ray 진단기기 등을 문 으로 

매하고 있는 기업임

 ○ 치과용 상진단기기 시장은 치아 미용에 한 심 증 와 더불어 인 란트 시

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맞춤형 장비라는 에서 지속 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 됨

(2) 무역 황 분석

□ 치과용 상진단기기 무역부분 품목 조사 결과

 ○ 한국무역 회의 무역코드 분석 결과 구성요소별 주요 무역 품목으로 13개 코드가 

매칭 되었으며, 품목별 무역코드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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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 명칭 품목 코드

Detecter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9018.12-0000

Generator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9018.19-9000

상 시스템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연색의 것)
8528.4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

로 흑백 는 기타단색)
8528.49-2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연색의 것)
8528.59-101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

로 흑백 는 기타단색)
8528.59-2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1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1-2000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

동자료처리기계)
8471.41-900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10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

가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8471.49-102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8471.49-1090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9-9000

[치과용 상진단기기 무역부문 품목 코드]

□ 수출입 황

 ○ 음  상진단기기의 구성요소  Detecter의 수출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의료용 특수제작 텔 비  모니터의 무역거래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 Detecter 수출 규모(mil$) : ‘05 56.4 -> '10 113.9

   - Detecter 수입 규모(mil$) : ‘05 64 -> '10 103.1

   - 의료용 특수제작 텔 비  모니터 수출 규모(mil$) : ‘05 96 -> '10 504

   - 의료용 특수제작 텔 비  모니터 수입 규모(mil$) : ‘05 18 ->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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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품목명

수출규모 수입규모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Detecter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81.88 85.53 111.93 91.51 113.89 88.09 94.60 104.98 82.10 103.07

Generator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81.88 85.53 111.93 91.51 113.89 88.09 94.60 104.98 82.10 103.07

상 

시스템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

연색의 것)

- 2.31 1.84 1.34 0.99 - 0.50 - 0.78 0.45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 0.18 0.10 0.04 0.12 - 0.09 0.06 0.09 0.05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

연색의 것)

- 1.51 1.53 1.02 2.23 - 1.44 1.44 1.13 1.30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 0.10 0.20 0.34 0.50 - 0.02 0.04 0.07 0.02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

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9.97 11.87 2.64 5.35 3.70 71.60 24.95 23.42 21.06 26.77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

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5.02 6.85 1.08 0.37 0.91 0.46 0.88 0.27 0.74 0.86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

자료처리기계)

12.26 16.67 13.30 6.39 9.42 15.84 28.96 21.32 12.61 12.12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

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

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6.13 4.14 4.65 7.65 3.48 11.54 20.31 62.29 86.71 247.92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

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

바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2.70 4.24 2.61 2.40 1.13 0.74 1.23 1.47 0.40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5.93 0.62 6.41 6.71 3.42 17.91 10.05 4.50 7.63 8.64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15.23 24.75 21.65 23.32 45.12 13.68 28.70 37.17 41.56 41.56

[구성요소별수출입 황]

(단위:Mil$)

* 자료: KITA.net(한국무역 회)

 ○ 상 자동처리 기기, 상 시스템 기억장치 등이 지속 으로 수입 특화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특화 분야는 음  상진단기,진단용 텔 비  모니

터, 상시스템 앙처리장치 등으로 조사됨

   - 수입 특화 분야 : 상 자동처리 기기 , 상 시스템 기억장치 등

   - 수출 특화 분야 : 디텍터, 진단용 텔 비  모니터, 상시스템 앙처리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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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품목코드 '06 '07 '08 '09 '10 수출입추이

Detecter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0.04 -0.05 0.03 0.05 0.05 수출특화

Generator 부분품과 부속품( 기식 진단용 기기) -0.04 -0.05 0.03 0.05 0.05 수출특화

상 시스템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

연색의 것)

- 0.64 1.00 0.26 0.37 수출특화 완화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 0.32 0.21 -0.40 0.43 수출특화 강화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에 한한다, 기타의 모니터로 천

연색의 것)

- 0.02 0.03 -0.05 0.26 수출특화 강화

진단용 텔 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

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음극선  모니

터로 흑백 는 기타단색)

- 0.68 0.65 0.65 0.93 수출특화 강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

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76 -0.36 -0.80 -0.59 -0.76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

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동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83 0.77 0.60 -0.33 0.03 수출특화 완화

기타( 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아처리장

치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기타 자동자

료처리기계)

-0.13 -0.27 -0.23 -0.33 -0.13 수입특화 완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64비트 이상

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

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31 -0.66 -0.86 -0.84 -0.97 수입특화

앙처리장치의 자료 송량이 32비트 이상

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

이트 이상인 것(한가지 는 두가지의 동

일 하우징 속에 있는 것)

-0.19 0.57 0.55 0.28 0.71 수출특화 강화

기타(처리장치에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한가지 는 두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0.50 -0.88 0.17 -0.06 -0.43 수입특화 환

기타(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 0.05 -0.07 -0.26 -0.28 0.04 수출특화 환 

[구성요소별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 : 체 무역거래량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하며, 0을 기 으로 +1에 근 할수록 수출 특화 품목, -1

에 근 할수록 수입 특화 품목을 나타냄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수출 는 수입 특화 : 과거와 최근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의 변화가 미비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환: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는 수입(-) 는 수출(+) 특화지수

로 변화된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강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0을 기 으로 동일한 부호 내에

서 +1 는 -1에 근 해진 경우

* 수출 는 수입 특화 완화: 연간 추이에 따라서 과거의 수출(+) 는 수입(-) 특화지수가 최근에 동일한 부호 내에서 0에 근 해

진 경우

4. 요소기술 도출

 ○ 클러스터 간 유사도 행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 포지션

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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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1
pattern,oral,compositionspanel,disclosed,energypower,coupled,number,voltage,resolutionenergy,gen

erated,incident

CR_2

coating,adhesive,fabrication,air,photodetector,illumination,impactgroup,halide,encapsulating,CMOS,l

ocking,photodetectors,stopper,electronics,coolant,bodies,focusesanalytical,assist,powered,microscope,

water,vacuum,interfere,contaminants

CR_3
part,portion,area,framemember,transmission,supported,breast,ray,ring,cover,operator,rotate,modulef

rame,exposure,predeterminedadapted,positioned,positions

CR_4 patient,support,part,plane,rotating,acquisitionrotating,around,along

CR_5
sensors,equipment,components,enablessubject,projection,mechanism,patientprojection,reconstruction

,scan

CR_6

lag,FPD,parts,initial,recursive,remaining,spatially,butting,driver,backprojection,compound,cassette,co

ating,phantom,substanceoptical,scattered,recording,semiconductor,generatorspecimen,measure,tool,

wafer,electron,electromagnetic,holder,load,fluorescent,effect,automobile,linear

CR_7 plane,parallel,line,adaptedexamination,order,relatesrecording,recorded,component,collimator,circuit

[클러스터링별 키워드]

[치과용 상진단기기 포지션 맵]

 ○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는 21개의 클러스터링이 도출되었으며, 클러스터링별 

키워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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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키워드

CR_8 detector,image,first,samplefirst,second,unit,radiation

CR_9 region,obtain,irradiated,value,angle,intensityacquisition,controlling,moving,generating

CR_10
layer,light,array,material,panel,surface,positionsubstrate,matrix,scintillator,formed,assembly,power,st

ructuresample,analysis,pixel,substrate,arm,temperature,railsensor,time,high

CR_11
radiation,digital,layer,subjectsignal,signals,control,Detectionpixel,Field,correction,regionintensity,mea

sured,measuring,measurement

CR_12 system,source,imaging,oneposition,relative,configured,elementsmechanism,basis,output,tomography

CR_13 image,method,apparatus,systemobject,plurality,beam,CTunit,tube,object

CR_14 Detection,detecting,basedconfigured,detect,different

CR_15 elements,element,arranged,examinationcomponent,applied,storage,values,filter,medical

CR_16 dental,mode,transverse,multiple

CR_17 digital,sensor,signal

CR_18 arm,end,movable,table,distance,longitudinal,optical

CR_19 diffraction,well,amount,active,form

CR_20 diffraction,well,amount,active,form

CR_21 temperature,heat,housing,mobile,gain,series,tomosynthesis,dental,plate,pattern

 ○ 분석된 클러스터링 결과와 문가 활용을 통하여 구성요소별 요소기술 도출

구성요소 요소기술군

Detecter

Matrix 구조 Scintillator 결합형 CMOS photodetector X선 검출기 회로 개발

검출기의 구조와 조립방법을 통한 X-선 검출기의 제조 기술

Generator

Dental CT를 한 소형 High power X선  설게  제조 기술 개발

X선  구동을 한  소형 고 압 직류 원회로 설계 기술 개발

상시스템

Fan Beam CT 고속 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을 이용한 잡음 감 기술  Minimum dose 기술 개발

치과용 노라마 상구 을 한회 상획득기술 

노라마 상,CT 상재구성기술

cone beam CT 상획득시스템설계기술

[요소기술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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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니즈 조사

가. 기술 황 조사

구성

요소
요소기술

보유

기술1)

필요기술2)
소기업형

기술5)성숙

기술3)

공백

기술4)

Detecter

Matrix 구조 Scintillator 결합형 CMOS photodetector X선 검출

기 회로 개발
- - - -

검출기의 구조와  조립방법을 통한 X-선 검출기의 제조 기술 14% - - 14%

Generator
Dental  CT를 한 소형 High power X선  설게  제조 기술 개발 57% - - 57%

X선  구동을 한  소형 고 압 직류 원회로 설계 기술 개발 57% - - 57%

상시스템

Fan  Beam CT 고속 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14% - - 14%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을 이용한 잡음 감 기술  

Minimum dose 기술 개발
14% - - 14%

치과용 노라마 상구 을 한회 상획득기술 - - - -

노라마 상,CT 상재구성기술 43% - - 43%

cone beam CT 상획득시스템설계기술 57% - - 57%

[요소기술 니즈 조사 결과]

* (%)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치를 의미함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 동 략제품의 응답 기업 모수)

* 보유기술1) :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필요기술2) : 필요기술은 성숙기술과 공백기술로 분류되며, 조사에 응한 소기업이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성숙기술3) : 기술에 한 선 기업이 존재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상 으로 높은 기술(Red Ocean)

* 공백기술4) : 기술경쟁이 고 향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의 유망기술(Blue Ocean)

* 소기업형 기술5) : 소기업이 투자비용, 투자기간, 투자인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합한 기술

※ 기업니즈 설문 응답 7기업의 결과 임.

 ○ 치과용 상 진단기기 분야에서 ‘Dental  CT를 한 소형 High power X선  설

게  제조 기술 개발’은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57%가 보유하고 있으며, 57%의 

기업이 소기업형 기업이라고 선택함

   - 그 외 ‘X선  구동을 한 소형 고 압 직류 원회로 설계 기술 개발’은 보유 

기술(57%), 소기업형 기술(57%)라고 응답하 으며, ‘cone beam CT 상획득시

스템설계기술’은 보유 기술(57%), 소기업형 기술(57%)로 답변함

나. 공 망(분류)에 따른 분석  

 ○ 기업 니즈 조사를 통한 치과용 상진단기기 련 기업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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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황]

구 분 내 용 

련 제품
물리치료기기, 치과용카메라, 클, 실험장비, 덴탈시티, 치과용의료기기, 로텔러샤 트, 의료용 부품 
생산설비, 덴탈 노라마, 무선포터블엑스 이, 허 , CT장비, 

해외 기업
Sirona Dental Systems GmbH, Carestream Health, Inc, Planmeca Oy, Eastman Kodak Company, 
Olympus Corporation, 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GENDEX CORPORATION

국내 기업
기업 바텍이우홀딩스-

소기업 네오바이오텍, 썸텍, 효림산업, 거우엔지니어링, ㈜ 이, 드림 이, 덱스코원, 이나, 원어스 테크놀로지 

 ○ 치과용 상 진단기기 분야 내 소기업의 생산  매유형을 살펴보면, 다수

의 기업이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 이상의 소

기업이 공  사슬상 2차 공 자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품목 생산  매 유형
1)

 조사 비 ] [공 망 내 치
2)

 련 조사 비 ]

* 생산  매 유형1) : 소재, 단 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S/W, 장비 등의 항목이 있는 생산  매유형을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공 망 내 치2) : 수요기업, 1차 공 자, 2차 공 자, 3차 공 자 이상 등의 항목이 있는 력거래 단계상의 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소기업이 답변한 결과의 통계

 ○ 소기업들은 치과용 상진단기기 단 의 제품을 기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구

조인 것으로 악되며, 매처의 다수는 소기업에 공 하는 것으로 조사됨

   - 1순  구매처와 거래하는 품목은 시디디텍터라고 응답한 기업이 17%인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모집단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치과용 상진단기기 분야의 소기업

의 다수 업체는 부품 소재를 구매한 후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하여 완제품 형

태로 매하는 구조인 것으로 악됨

6. 핵심요소기술 선정

 ○ 략제품 련한 특허기술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시장, 무역

황,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문가의 합의로 요소기술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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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요소기술 추천여부1)

Detecter
Matrix 구조 Scintillator 결합형 CMOS photodetector X선 검출회로 기술 특

검출기의 구조와 조립방법을 통한 X-선 검출기의 제조 기술 특

Generator
Dental CT용 소형 고출력 X선  기술

X선  구동을 한 소형 고 압 직류 원 기술 특

상시스템

Fan Beam CT 고속 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특

선량  고화질 상 구 을 한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

노라마 상 재구성 기술　

Cone Beam CT 고속 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요소기술 조정 결과]

* 추천여부1) : 특: 특허 클러스터링, : 문가 의, 기: 기업니즈조사 

 ○ 도출된 요소기술의 범 와 수 , 소기업 합성과 시 성 등을 고려하여 요소

기술명을 보완함.

   - 선정 원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요소 기술 명칭을 일부 수정하 고, 복된 요소 

기술은 통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함.

 ○ 문가 의를 통해, 유사한 기술은 통합 조정하 으며, 련 소기업의 참여가

능성을 바탕의 기술의 범 를 토론하고 조정하 음.

   - 노라마 상 련 기술은 통합한 후 기술명을 변경하여 범 를 조정.

   -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 등을 포함하여 기술명을 기술의 목 을 명확하게 

하면서 기술범 를 고려하여 조정.

   - 한, 재 산업 황을 감안하여 기술의 개발가능성 등 산업화의 다양한 측면을 

토론하 음.

 ○ 핵심기술 선정

   - 조정된 요소기술과 기술․시장․무역 동향분석  기업니즈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핵심요소기술 선정 원회를 통하여 소기업에 합한 핵심기술 선정

   - 핵심기술 선정은 기술성(10), 시장성(15), 소기업성(10), 정책  부합성(5)을 고

려하여 평가됨. 기술성은 기술경쟁력(5), 기술수 (5)으로, 시장성은 시장규모(5), 

무역 황(5), 시장 성장성(5)으로, 소기업성은 공 망분석(5)  련 기업의 

황이나, 니즈(5)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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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핵심요소기술

Detector Matrix 구조 Scintillator 결합형 CMOS photodetector X선 검출회로 기술

Generator
Dental CT용 소형 고출력 X선  기술

X선  구동을 한 소형 고 압 직류 원 기술

상시스템

선량  고화질 상 구 을 한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

노라마 상 재구성 기술

Cone Beam CT 고속 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핵심요소기술 선정결과]

7. 로드맵 작성 

가. 연구개발 목표 설정

구성
요소

핵심
요소기술

기술요구사항
개발 목표

최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Detector

Matrix  구조 
Scintillator 결합형 

CMOS photodetector 
X선 검출회로 기술

면  고속 처리를 
한 회로  

기술(고효율화)

FOV24X19(cm)
고속검출회로기

술개발
Pixel크기100X100
(um) 검출회로

기술개발

FOV24X19(cm)
고속검출회로기술

개발(6개월)
Pixel크기75X75(u
m) 검출회로기술

개발
FOV30X25(cm)
고속검출회로기술

개발(6개월)

FOV30X25(cm)
고속검출회로
기술개발

Pixel크기50X50(
um) 검출회로

기술개발

FOV 30X25(cm)  
고속 검출  회로 

기술 확립

Generator

Dental  CT용 소형 
고출력 X선  기술

소 , 고 류 X선  
설계  제작  

기술(소형화, 고효율화)

X선 크기: 
300㎛, 류:  

5mA

X선 크기: 
150㎛, 류:  

10mA

X선 크기: 
50㎛, 류:  

15mA

100㎛ 크기와 
15mA 류를  
갖는 소형 X-선 

기술 확립

X선   구동을 한 
소형 고 압 직류 

원 기술

소형의 고 압 
직류 원 설계  
제작  기술(소형화, 

력화)

발생 압: 70kV 발생 압: 100kV 발생 압: 150kV
150kV  소형 직류 

원 기술 확립

상
시스템

선량   고화질 
상 구 을 한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

작은 수의 상을 
이용하여 동일한 3D  

상을 구 할 수 
있는 재구성 
기술(고속화)

　

3차원 상 
재구성을 한 
촬  상  수: 

200매

3차원 상 
재구성을 한 
촬  상  수: 

50매

50매의 상으로 
이용하며 고화질의  
3D 상을 구 할 
수 있는 iterative 

reconstruction 기술 
확립

노라마  상 
재구성 기술

부 별 상 
명암차이를 개선을 

한 넓은 명암 
범 를 갖는 상의 

실시간 
처리기술(고효율화)

Grayscale16bit
실시간 상처리

기술

Grayscale16bit
실시간 상처리기

술(6개월)
　

16bit  실시간 
상 재구성 기술  

확립

Cone  Beam CT 
고속 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용량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상 처리 

기술(고속화)

상재구성시간:8
~150

Voxel크기:0.2mm

상재구성시간:8
~150 (6개월)

Voxel크기:0.2mm
(6개월)

상재구성시간:2~
50 (6개월)

Voxel크기:0.1mm(
6개월)

상재구성시간:
2~50

Voxel크기:0.1m
m

2~50 의 상 
재구성 시간을 갖는  

고속 cone beam 
CT 알고리즘 기술 

확립

[선정된 핵심요소기술에 한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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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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