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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융합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 기존산업의 성장정체, 기술적 여건의 

성숙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등 시장 환경의 변화

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융합은 글로벌 트랜드화 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도 융합을 통한 혁신을 

경쟁우의의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융합에 대한 중요성 및 시급성

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융합신

제품에 대한 출시 및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정부의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반 자료 및 융합산업 분석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사업 기획 및 확대, 정부의 

정책적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국제특허분류체계의 경우 ‘국제특허분류에 관

한 Strasbourg 협정’에 따라 WIPO에서 ‘75년 10월에 

제정하였으며, 기술진보를 반영하여 5년마다 개정

하고 있다. 그 체계는 Section – Class – Sub class 
– Main group – Sub group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관계 분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특허인용분석’이다. ‘특허인용분

석’은 크게 ‘후방인용분석’과 ‘전방인용분석’으로 

구분된다. ‘후방인용분석’은 해당 특허가 인용한 

특허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전방인용분석’은 해

당특허를 인용한 특허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허동시분류분석’은 기술 특성에 따라 분류된 

클래스 중 몇 개의 클래스에 속해있는가를 바탕으

로 기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용분석

의 경우 시계열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지만, 
특허동시분류분석은 해당 시점에서의 정보로서 

시간차에 따른 오류가 적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및 관련 기술군의 출현시기

와 특허인용분석을 기반으로 융합적 방향성을 도

출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3. 특허기반 융합기술 방향성 도출 모형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특허기반의 융합기술 방

향성 도출 모형은 Fig1.에서처럼 분석 대상에 적용

된 기술을 중심으로 연관된 특허를 도출하고, 해당 

특허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융합기술의 방향

성을 도출한다.

Fig. 1 A analysis process for finding a convergence 
technology  model based on patents

기술융합 경향성 분석은 분석 대상의 기술 키워

드를 중심으로 특허집합을 도출한다. 특허 및 기술

군의 출현시기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기반 기술 발전 단계, 융합현상 본격화 단계, 융합기

술 사용화 단계를 구분하고, 현재 상태를 구분한다. 
기반기술 발전단계와 융합현상 본격화 단계는 신

규도입기술군과 특허출원수의 증가 비율로 도출

하며, 신규도입 기술군과 이에 따른 출원특허수를 

계산하여 누적 80%지점에서 융합현상의 상용화 

단계를 구분한다.
융합기술 네트워크 분석은 특허의 전후방 인용정

보를 바탕으로 기술군의 네트워크를 나타내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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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군과 연계된 핵심기술군을 찾아낸다. Fig. 
2에서처럼 네트워크를 계층형과 방사형네트워크

로 구분하고, 방사형 네트워크의 중심노드를 중심으

로 분석을 실시한다.

Fig. 2  A process of the network analysis to search core 
convergence technologies.

융합기술 매트릭스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도출된 핵심기술들을 중심으로 Fig. 3에서처럼 

특허 출원수 및 전방인용수를 바탕으로 포화융합

기술군, 잠재융합기술군을 도출하는 분석이다. 포
화융합기술군이란 융합기술 매트릭스에서 특허출

원수가 높은 연계기술군으로 현재까지 융합이 활

발하게 진행된 기술군을 의미하며, 잠재융합기술

군은 융합기술 매트릭스에서 출원 특허 당 인용건

수의 비율이 높은 연계기술군으로 융합 기술 활용

을 통한 잠재 발전이 가능한 기술군을 의미한다.

Fig. 3  A matrix analysis to find potential convergence 
technologies

4. 사례 분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GENIVI 기반 차량용 

단말 시스템에 적용된 핵심기술 키워드를 도출하

고 연관성이 높은 특허 239건을 도출하여 Fig. 4와 

Fig. 5와 같이 융합기술 방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 Results of  a time sequential analysis 

Fig. 5 Results of  a matrix analysis

사례 분석 결과, GENIVI 기반 차량용 단말 시스
템의 경우 ‘01년을 기점으로 기술융합 현상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으며, ’06년을 기점으로 융합기술
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재 기술적 융합보다는 기술 고도화 위주의 발전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용된 기술들은 무선전송 
시스템, 에러검출 감시기술군으로 융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5. 추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에 추가하여 융합기술
군의 특허 분쟁 기술군 및 융합기술군 선도기업 
제시 등,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공통정보 개
발 및 활용 사업의 연구비로 진행되었음(Grant 
No:10041570)

참고문헌
1.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

본계획", 기획재정부 등, 2012.

2. C.Y. Kim, M.S. Kang, D.M. Shin, S.M. Bae, 2012, 
Searching and Discovering Niche Technology 
Area using Patent Information, Asian Network for 
Quality 2012 Hongkong, pp. 171.

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