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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살펴본 국내 융합기술의 과학기반 특성

황 정 태*

서론

진행한 연구의 중간 결과물이다. 특히 한국의
융합기술특허의 현황과 그 특허들에서 인용한

융합기술이 한국에서 주요 이슈로 인구에 회

문헌을 통해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자된 지 5년 남짓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책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이 글에서는 이전

전문가 모임에서 융합기술에 대한 산발적인 논

연구에서 당시 융합기술관련 특허로 제시한 자

의가 있었으나 최근에야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

료보다 한층 초점을 집중한다. 신기술 간의 융

다. 2007년은 융합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합과 연관된 특허자료로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

활동이 두드러진 해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융합기술은 오래된 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융합기술종합

술보다는 새로이 부상하는 신기술을 위주로 전

발전기본계획』
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부에서는

개되고 있으며, 기초과학에서 응용기술까지의

'미래융합 파이오니어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발전단계가 압축되어 나타나므로 다른 기술에

등 융합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비해 기초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있다. 서로 다른 기술들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융합기술의 정

다른 사물과 현상 중에서 공통점을 찾는 과학적

의와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

인 마인드와 분자·원자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

직까지도 매우 드물다. 그 중의 하나가 필자가

기 때문이다.

참여한 연구보고서(이공래·황정태, 2005)이며

더불어 한국의 융합기술경쟁력을 가늠할 수

그 보고서의 5장에서 융합기술의 중요한 특성,

있도록 세계 각국의 융합기술특허 비교현황을

즉 융합기술이 단일기술에 비하여‘과학에 기반

제시하기로 한다. 나노기술 또는 바이오기술 등

을 둔 기술’
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글은

개별기술에서 경쟁력 분석사례는 있으나 융합

이전 연구를 계승하고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에 대하여 별도로 한국의 경쟁력을 논의한

기술경영연구센터 부연구위원(e-mail: jthwa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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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매우 드물다. 과학재단에서 SCI논문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중심으로 색인어를 엄선하여 14개 융합기술분

물론 애초부터 AB기술에 해당하는 융합기술 색

야에 대하여 한국의 논문게재 비중을 조사한 것

인어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 색인어를 사용하

을 제외하고 국내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가늠할

여 검색을 실시, 특허를 골라내는 방법이 있다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논문은 찾기

2).

힘들다. 한국의 국가기술경쟁력은 IMD의 평가

상식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AB

에서 6위로 평가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

기술에 해당하는 융합기술 색인어를 별도로 지

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 평가는 정보통신기기

정하여 검색하는 것이다. A와 B의 색인어를 별

수출성적 또는 특허출원수와 같은 자료를 반영

도로 지정하고 'AND'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경

함으로 양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우 동시에 색인어가 나타나는 특허를 찾게 되는

글에서는 융합기술 특허 수 이외에도 '과학기반

데, 이 경우에는 과연 특허가 A와 B의 유기적

도'라는 질적인 평가를 추가하여 특허의 내용을

결합에 의한 융합기술인지 단지 조합되어 있는

살펴보기로 한다1).

복합기술인지 불분명한 자료들이 취합되는 단
점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융합기술색인어를

융합기술 특허의 취합 방법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편향
되는 정도가 심하고 색인어를 선정할 때 이미

융합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융합기술특허를
선정하고 이를 융합기술특허 데이터베이스로

두각을 나타낸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융합기술분야를 검색

참고로 융합기술과 복합기술의 구분은 기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

서도 대표적인 방법은 색인어법과 특허분류코

이다. 즉 네비게이터를 달고 있는 차는 전자와

드법이다. 전자의 경우 기술 A와 기술 B 각각에

기계의 복합기술이지만 네비게이터를 통해 자

해당하는 색인어(keyword)를 전문가의 검토를

동차의 제어장치가 반응하면 보다 융합기술에

통하여 지정한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색인어가

가까운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융합기술제품은

동시에 나타나는 특허(또는 문서)가 융합기술을

바이오칩이다. <표 1>은 이러한 차이를 간결하

<표 1> 기술융합화 vs. 기술복합화
기술융합화

기술복합화

기술관점
신기술 개발
(A＋B＝C)
혁신성, 독창성
새로운 시장 형성
신생기술(Emerging Tech.)

산업관점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A＋B＝B' 또는 A＋B＝AB)
향상성
기존시장의 유지 및 확대
개선기술(Improving Tech.)

자료: 융합기술종합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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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준다. 기술관점에서 거론하는 기술융합

우리나라에서 융합기술은 다학제기술보다는

화의 결정체가 융합기술이지만 현실에서 융합

신기술인 IT, BT, NT의 융합을 위주로 정의하

기술과 복합기술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

는 경향이 강하다. 이글에서도 이에 따라 융합

다.

기술특허를 분류하기로 한다. 현재 융합기술관

색인어 방법과 마찬가지로 특허분류코드법

련 공식적인 색인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의 경우도 기술 A와 기술 B에 해당하는 특허분

에서 기존 BT, IT, NT의 조합으로 융합기술을

류코드를 지정한 다음 이들 두 종류의 코드가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결과를 얻을

특허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융합기술특허로 간

수 있다. 단,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허코드조

주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융합기술에 해당하는

합 검색법에서 융합기술이 아닌 복합기술수준

특허분류코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동시에

의 조합결과가 노이즈로 섞이는 것은 어느 정도

특허분류코드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감수하여야 한다. 사실 융합기술과 복합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Co-classification 분석법이라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증연

하며 80년대 말부터 사용되고 있다(Todorov,

구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1989).

OECD의 경우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

현재 공식적으로 융합기술특허코드로 지정

(emerging technology)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

된 것은 없으나 다학제기술코드로 지정된 것은

존 특허분류코드를 이용하여 ICT(Information

존재한다. 미국특허의 경우 각 특허분류코드마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T, NT

다 4가지의 학제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다학제

특허들을 따로 추출하였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특허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미

연구로 2006년 출판한『Compendium of

국특허의 주 분류코드 977로 나와 있는 나노기

Patent Statistics』
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술의 경우 화학적특성, 전기·전자적 특성, 기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 신기술에 대한 특허 분

계 및 역학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류표는 <표 2>와 같다.

다학제기술분야로

꼽힌다3).

참고로 미국특허청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원용하여

핸드북에 나와 있는 4가지 학제적 분류는 다음

특허를 추출하였다. 단 OECD연구에서 제시한

과 같다.

NT분야의 특허분류코드의 경우 검색은 가능하

(1) 생명유지와 보존에 관련된 기술: Relating
to maintenance or preservation of life
(2) 화학적 특성에 대한 분야: Chemical
subject matter
(3) 전기·전자 관련 분야: Electrical subject
matter
(4) 기계 및 역학에 관련된 분야: Mechanical
subject matter

나 그 폭이 너무 좁아서 다른 연구에서 추천한
NT관련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까지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2005년 미
국특허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OECD가 제시한 유럽나노특허코드 Y01N을 사
용하여 검색한 것은 30개이며 IPC로 모은 특허
의 수와 나노기술에 대한 US특허분류코드인
US Patent Classification 977 로 검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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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대 신기술과 관련 있는 특허분류코드
`

ICT related
● Telecommunications
[G01S,G08C,G09C,H01P,H01Q,H01S
3/(025,043,063,067,085,0933,0941,103,
133,18,19,25), H1S5,H03B,H03C,H03D,
H03H,H03M,H04B,H04J,H04K,H04L,
H04M,H04Q].
● Consumer electronics: [G11B,H03F,
H03G,H03J,H04H,H04N,H04R,H04S].
● Computers, office machinery:
[B07C,B41J,B41K,G02F,G03G,G05F,G06,
G07,G09G,G10L,G11C,H03K,H03L].
● Other ICT:
[G01B,G01C,G01D,G01F,G01G,G01H,G01J,
G01K,G01L,G01M,G01N,G01P,G01R,G01V,
G01W,G02B 6, G05B,G08G,G09B, H01B11,
H01J(11/,13/,15/,17/,19/,21/,23/,25/,27
/,29/,31/,33/,40/,41/,43/,45/),H01L].
OECD (2006): OECD (2001)에서
작업한 것을 재인용

BT related
● A01H 1/00, A01H
4/00, A61K 38/00,
A61K 39/00,A61K 48
/00
● C02F3/34, C07G
(11/00, 13/00,15/00),
C07K (4/00, 14/00,
16/00,17/00,19/00),
C12M, C12N, C12P,
C12Q, C12S
● G01N 27/327,
G01N33/(53*,54*,
55*,57*,68,74,76,
78,88,92).

OECD (2006)

NT related
●EPO의 ECLA Y01N
●B82B
●G11B 5/855;
H01F 1/00; H01F
41/20; H01F 41/30;
H01L29/12; H01F1
/00; H01F41/14;
H01L29/02

●USPC의 977

OECD (2006); Charlotte
Erdmann (2007) 참고

자료: OECD(2006)

포함한 숫자는 총 208개로 나타났다. NT와는

한국의 융합기술특허 일반 현황:

달리 ICT관련 특허의 경우, 그 수가 압도적으로

2002~2006년 미국등록특허

많았다. 이는 OECD에서 분류기준으로 활용한
특허코드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ICT특허가 전

OECD 보고서『Conpendium of Patent

체 특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Statistics』
에서 세계 특허 PCT출원을 기준으

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허 수에서 큰 차이를 보

로 한국은 ICT에서 7위, BT에서 11위, NT에서

이는 것은 ICT의 경우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상

6위에 달하는 탁월한 성적을 보였다. 미국 등록

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연구자와 관련 기업이 많

특허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신

이 존재하는 반면, NT의 경우 역사가 짧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실시한

상용화에 이른 전문기업도 매우 수가 적기 때문

2002~2006년의 표본 20,000건의 특허분석에

이다. BT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서 한국은 ICT에서 4위, BT에서 10위, NT에서

전문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NT보다 많은 특허

3위로 매우 훌륭한 성적을 나타낸다. 이처럼 높

가 출원되고 있다.

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은 반도체관련 특허가 상
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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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융합기술 특허 현황
IBT

BNT

NIT

특허등록연도
한국

전체

한국

전체

한국

전체

2002
2003
2004
2005
2006

9
10
9
11
20

2122
1990
1814
1576
2026

0
0
0
1
0

24
29
23
16
20

6
6
7
9
13

119
157
104
137
204

합계

59

9528

1

112

41

721

참고로 2002-2006년도에 등록된 한국인이

업 소유의 특허가 가장 많아 미국의 등수가 항

개인으로 출원·등록하거나 한국기업이 출원한

상 1등으로 나타난다. 등록특허수의 차이가 어

미국특허의 수는 <표 3>과 같다. 가장 활발한 특

느 정도 경쟁력의 차이를 뜻하기는 하나 미국의

허활동을 보이는 분야는 IBT로 나타났으나 다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부터

른 국가도 매우 많은 특허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2006년까지 등록된 미국특허 중 가장 많은 수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은 아

의 특허를 등록한 국가를 <표 4>에서 보면 미국

니다. 가장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를 등록한 분

을 제외하고는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이 차

야는 오히려 NIT분야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6

지하고 있다. 한국보다도 IBT 융합기술특허에

년 융합기술 특허가 늘어난 이외에는 전반적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로 융합기술특허의 급격한 성장을 찾아보기 어
렵다.

발명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표
5>와 같다.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BNT특허 1개

한국의 BNT 융합기술특허는 매우 드물어서

이외에도 2건의 한국인 참가 특허가 존재하는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유추된다. 미국특

데 Northwestern 대학의 한국인 연구자와 국

허사무국에 등록된 경우이므로 당연히 미국기

내 한국인 연구자가 공동연구한 경우 그리고

<표 4> 융합기술 특허 상위 보유국 현황
등수

IBT

BNT

NIT

국가

특허수

%

국가

특허수

%

국가

특허수

%

1
2
3
4
5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6247
713
480
330
269

64.7
7.3
4.9
3.4
2.7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87
4
4
3
3

81.2
3.5
3.5
2.6
2.6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대만

437
124
39
24
16

60.4
17.1
5.3
3.3
2.2

비고

한국(14)

56*

0.5

한국(7)

1

0.9

-

-

-

여기서는 개인소유를 제외하였으므로 <표 3>의 59개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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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융합기술 특허 발명자의 거주지 현황
IBT
등수

BNT

NIT

국가

특허수

%

국가

특허수

%

국가

특허수

%

1
2
3
4
5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6595
758
647
522
358

62.7
7.2
6.1
4.9
3.4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89
6
5
4
4

72.4
4.8
4.0
3.2
3.2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대만

463
122
41
41
18

59.7
15.7
5.2
5.2
2.3

비고(등수)

한국(13)

72

0.6

한국(6)

3

2.4

Oak Ridge의 문지원박사 및 미국연구진과 국

해당 기술의 과학기반도를 측정하고 있다. 특히

내 노열박사가 공동연구한 경우인 것으로 밝혀

독일에서 Grupp (1994)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졌다. 나머지 하나는 삼성전자가 등록한 양자점

기술을 과학기반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하

(quantum dot) 관련 특허이다. BNT 융합기술

였다.

특허의 2/3가 공동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점이

이공래·황정태(2005)에서 융합기술이 일반

특이하다. 단 특허의 소유주체가 외국기관인 점

기술보다 과학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BNT연구가

과학기반기술이며 융합기술 중에서도 서로 비

국제공동연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슷하지 않은 기술들 사이의 융합 즉, 특허분류

국내 연구개발사업이 이러한 융합기술분야를

계층상 최상위 섹션코드가 다른 분류코드가 한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허에 같이 존재하는 경우 과학문헌인용수가
더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표 6> 참조). 단

과학기반도

여기에 사용된 특허는 당시에 시험적으로 무작
위 추출한 소량의 미국특허자료였으므로 여러

Narin and Noma(1985)의 연구 이래, 많은
논문이 특허의 비특허자료 인용수를 분석하여

나라 소유의 특허가 섞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표 6> 기술융합관련 특허에서 나타나는 과학기반도
무작위 추출
특허표본(2002년도)

異種섹션 다중클래스 특허
다중클래스 특허
단일클래스 특허
합

계

MannWhitney
테스트 유의도

특허수

비율

평균

평균순위합

253
410
1,546

11%
21%
79%

11.28
7.24
4.57

1,501
1,051
959

.002

1,956

100%

5.12

-

-

자료: 이공래ㆍ황정태(2005) STEPI 실태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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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종 기술간의 융합을 위한 기초과학 지식의 뒷받침

보통 특허 성장률
(보통수준기술혁신 기회)

높은 특허 성장률
(높은 기술혁신 기회)

기술융합

기술융합

과학적인 연구
필요성 낮음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

기술

기술

기술

기술

A

A’

A

B

자료원 : 이공래·황정태(2005)

과학기반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학기

기반도를 나타내는 평균 비특허자료 인용수가

반도가 높은 기술이 일반적으로 신기술로 알려

4.38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참고로 비교하

져 있으며 미래의 성장을 추동하기 때문이다(<

기 위해 2004년 일반특허의 과학기반도를 조사

그림 1> 참조). 참고로 Grupp(1994)의 연구를

하였으며 이들 특허는 평균 0.83건의 비특허문

보면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과학기

헌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는

반기술이 높은 특허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암시

비특허문헌 인용수가 0건인 특허가 많을 뿐 아

하는 그래프가 제시되었다6). 특히 이공래·황

니라 분포도 Poisson으로 맞추는 것이 곤란하

정태(2005)에서 다른 종류의 기술간 융합은 높

여 비모수통계를 이용하여 단순 비교하였다. 만

은 성장을 보인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전략기술

일 정규분포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더 엄밀한 통

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관

계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간단한 비모수통계

련이 없어 보이는 이종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은

로도 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Mann-

어렵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고 높은 관심을 끌고

Whitney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 결과는 융합

있는 것이다.

기술특허의 과학기반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3대 신기술 간의 융복합에 의한 특허에 대하

다. 이는 이공래·황정태(2005) 및 황정태

여 과학기반도를 측정한 결과 융합기술의 과학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글에

<표 7> 한국 융합기술 특허의 높은 과학기반도
한국 융합기술 특허
2002~06

한국 일반특허
2004년

Mann-Whitney
테스트 유의도

과학기반도(특허 1건당 비특허자료 인용수)

4.38

0.83

0.000

표본 크기

99건

436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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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국 융합기술 특허의 과학기반도 비교
융합기술특허
과학기반도

융합기술특허
표본수

IBT특허수

IBT 비중
(%)

4.38
6.60
11.13
18.49
12.44

99
849
545
353
276

59
720
516
342
269

60
85
95
97
98

한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프랑스

서는 보다 엄밀한 의미의 융합기술특허 표본을

85%이다. 일본 IBT분야 융합기술특허의 과학

이용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고 하

기반도는 7.33로 나타나 전체 융합기술특허 과

겠다.

학기반도 수치를 6.60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표 8>에는 한국의 융합기술특허의 특성을

즉 융합기술특허의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반도

주요 국가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4>

차이는 IBT융합기술특허의 비중 때문에 발생한

와 <표 5>에서 단순히 융합기술특허의 수를 비

것이다. 한국이 ICT특허에서 세계 3-4위 수준

교했다면 여기서는 '과학기반도'라는 정량화된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BT관련 연구가 충

수치를 가지고 주요국가의 융합기술 과학기반

분하지 않아 IBT등록 특허도 부족하다고 생각

정도를 비교한다. 물론 비특허논문을 인용하는

된다.

것은 발명의 독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심사
하는 미국특허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시사점 및 한계점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며 언어
가 다른 국가들의 경우 비특허문헌 인용수는 미

이글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자

국 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의 유념해야

료보다 엄밀하게 '신기술' 융합 특허를 추출하여

한다. 융합기술특허가 가장 높은 과학기반도를

한국의 융합기술 경쟁력을 가늠할 현황과 기술

보이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영국이었다.

의 기초과학 및 공학 연계성을 나타내는 '과학기

<표 8>에 미국의 특허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반도'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융

시험적으로 알아본 결과 과학기반도가 25를 상

합기술은 기초연구(기초과학 및 공학)와 연계가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원인이 속하는

매우 높은 '과학기반 기술'로 판명되었다. 이글

국가의 언어 및 문화가 과학기반도에 영향을 미

에서는 임의의 미국특허가 아니라 한국

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ICT/BT/NT 융합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 외 다른 선진

므로 국내에서 융합기술정책을 시행하는 데 더

국들의 경우 IBT융합기술특허의 과학기반도 측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융

정치에 의하여 전체적인 융합기술특허 과학기

합기술은 단지 기업에 맡겨두어서 해결되는 것

반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인접국인 일본만

이 아니며 공공 연구분야에서 기초과학 등 기초

하더라도 IBT 특허의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연구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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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보려면 미국특허 분류매뉴얼의 첫 섹션

이글에서 기술의 과학기반도라는 개념을 이

(Manual of Classification, Section I,

용하여 한국 융합기술특허의 기초과학 연계성

titled “ Patent Office Classes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특

Arranged by Related Subjects)를 참고

허문헌의 인용수가 과학기반도를 적절히 반영

하면 된다. 최근 웹사이트 상의 문서는 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큰 그림에

명과학과 기계관련 그룹을 묶어놓은 것이

서 비특허문헌의 인용수가 과학기반도를 대리

나와 있으므로 미국특허청을 별도로 접촉

하는 지표로 쓰일 수는 있지만 세부기술에 대하

하여 얻어야 한다.

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

4) 특허를 PCT 국제출원으로 국가 간 비교

다. BNT 특허의 경우 매우 기초과학의존이 높

를 하는 경우는 유용하나 국제출원특허

은 기술 분야이지만 최신 융합기술이기때문에

공개는 있어도 심사에 의한 국제등록특허

관련 과학기술논문이 IBT 융합기술 특허에 비

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등록특허의 비

해 부족하여 비특허인용 문헌수가 상대적으로

교처럼 특허의 질을 고려한 정확한 비교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감지되었다. 비특허인용

라고는 할 수 없다.

문헌수를 대리변수로 과학기반도를 측정하는

5) 특허분류체계가 바뀌는 것과 관련있는 것

경우 동일한 조건이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음.

것이다.

6) 필자의 연구에서도 시험적으로 상관관계
를 측정한 결과 유의하다는 점이 나타난

【주】

바 있다.
7) 동일 기간인 2002-2006년 등록특허가

1) 과학기반도는 Narin and Noma (1985)부

적절하나 한국전체특허는 2004년 자료밖

터 시행되고 있는 비특허인용문헌 분석을

에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비교하기위한

사용한다.

참고 대상으로 삼았다.

2) 각 기술분야에 대하여 알맞은 색인어 검색
과 전문가 검토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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