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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확공비트에 대한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체 굴착비트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

럽에서의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 동향을 분석하였다. 굴착비트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굴착기능에 따라

확공구조와 고정구조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굴착방식에 따라 슬라이딩 구조, 컨센트릭 구조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특

허 검색 결과 총 33,614개가 검색되었으며 중복제거 및 필터링을 통하여 870건의 유효 분석대상 특허를 선별하였다. 특

허건수와 출원인수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슬라이딩구조를 핵

심기술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허장벽 분석을 통하여 핵심기술과 유사성이 높은 특허가 있을 경우 회피설계 및 타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비트, 확공비트, 특허분석, 특허장벽

We analyzed the patent trends for whole drilling bits to reveal the main R&D directions, focusing on patents

applied for and registered in Korea, the USA, Japan, and Europe. The technology was classified into two groups as

a primary classification step (reaming systems and fixed systems), and into seven groups as a secondary classifi-

cation step (sliding, odex, horizontal pivot, vertical pivot, concentric, eccentric, and etc.). A total of 33,614 patents

were retrieved and 870 patents were selected for final effective analysis by data deduplication and filtering. A port-

folio analysis u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patents and the applicants for each patents revealed a

sliding system as the key technology with greatest growth potential. From an analysis of the barriers to patents

being granted, we emphasize the need to avoid similar topics existing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and to develop

different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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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발도상국의 토목공사 수요 증가와 자원개발의 경쟁

으로 인해 굴착장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

하고 있다. 이에 천공장비의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The freedonia group, 2009). 천공장비는

타격력, 가압력, 회전력을 이용해 지반을 천공하는 장비

로 천공방법에 따라 충격식(Percussion), 회전충격식

(Down-the-Hole drilling, DTH), 회전식(Rotary drilling)

으로 구분된다(Lee, 1998).

비트는 이런 장비의 말단에서 암석표면과 접촉하여

굴삭을 진행하는 장비다. 천공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

시켜서 햄머를 통해 비트를 거쳐 암반면을 타격하게 된

다. 엄청난 하중과 진동이 비트에 전달되고 따라서 비

트는 고내구성과 내마모성을 요구받는 핵심부품이다.

최근에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방향제어 시추, 선단지

지력 확보를 위한 확공비트 등 첨단 비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확공비트는 해외에서 광산장비용으로 개발된 후

국내에 도입되어 국내 지질에 적합하게 변경되었으며 토

목공사에서 마이크로파일, 그라운드 앵커 및 쏘일네일링

등 지반 보강 공법에서 구조적 안정성 및 지지력 증대

를 위해 선단부를 확공하는 비트이다.

확공비트를 활용하면 구조물의 선단 및 주면의 면적

이 확대되어 지지력과 인발저항력이 증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착장의 길이 및 시공개

소 감소로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현재 확공비트는 대심도, 대구경, 기계화 시공으로 활

용분야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산악지역의 개발이 불

가피한 국내 실정상 비탈면 보강분야에 그 활용성이 점

점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비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최근에야 DTH 햄머의 타격성능 최적화

에 대한 연구가 Shin & Song (2012)에 의해 이루어

졌고. 천공드릴비트의 유로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Song

et al. (2012)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타격시험에 의

한 비트의 암반파쇄분석을 Kwon et al. (2013)이 연구

하였지만 확공비트에 대한 분류와 성능평가에 대한 연

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최근에 Min et al. (2010) 등에

의해서 암반용 확공비트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확공비트를 포함한 전체 굴착 비트와

관련하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

검색 및 분석을 통하여 기술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수집

된 자료분석을 통해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더욱 효과적인 비트를 개발하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

시하였다. 특히 비트의 확공 방식에 대한 세부 분류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선정, 특허장벽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비트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 R&D 사업

및 신기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트의 분류 및 분석

비트의 분류

비트는 크게 윙비트의 유무에 따라 윙비트가 구비된

확공구조와 구비되지 않은 고정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확공구조는 윙비트의 형상과 위치에 따라 다시

슬라이딩(Sliding), 오덱스(Odex), 수평회동(Horizontal

pivot), 수직회동(Vertical pivot) 구조로 대분되고 고정구

조는 코어비트의 위치에 따라 동심구조(Consentric), 편

심구조(Eccentric)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비트는 해외에서 개발되었지만 국내 지반에 적

합하게 개량되고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된 것들이다. 특

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확공비트의 대부분은 그 구조적

특징으로 풍화대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암반에서의 적용되는 확공비트의 경우 비트의 편마모 현

상과 공내 삽입 시 공벽 걸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제

품수명을 단축시키는 기술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공비트는 형태에 따

라 크게 Odex System, Blade Type, Overburden System

으로 구분된다. 확공비트의 이러한 분류는 비트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조작방법이나 습관에 따

르거나 지반조건에 맞춰 개발 개량된 것이다. 또한 제작

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더해져 초경과 배출구의 위치, 각

도, 크기 및 형상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규격화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과 비규격화의 경향에

대한 출원빈도를 조사함으로써 확공비트의 효율을 가늠

할 수 있고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비트는 암반 시추공을 완전히 굴진한

후 특정구간의 공경을 키우기 위해 재굴진 개념으로 굴

진하는 확공비트이며(Fig. 1 참조), 이는 일반적으로 건

설현장에서 지반상태가 나빠 굴진공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진과 동시에 케이싱을 설치하기 위한 비트와

는 성능과 구조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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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확공비트 기술 연구의 필요성, 중요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확공구조, 고정구조 및 기타

모든 구조의 비트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Table

1), 분석기간은 2011년 5월까지 출원 공개/등록된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공개특허와 등록특허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Table 2). 분석대상 특허는 굴착방식별로 작

성된 검색식을 통한 검색 이후 중복특허 제거 및 관련

여부 검토를 통하여 최종 유효 분석대상 특허 870건으

로 선별하였다. 특허 검색은 국내 특허정보 DB 위즈도

메인의 FOCUST (특허 검색 분석 솔루션)를 이용하였

다(www.wisdomain.com).

분석은 양적인 통계를 의미하는 동향분석과 각 특허

가 갖는 기술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심층분석으로 나누

어 실시하였다. 동향분석은 특허를 출원연도별, 국가별,

기술별 및 출원인별로 분류하여 각 기술 분류별 특허건

수, 점유율 및 증가율 등을 통한 각종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심층분석은 기술수준과 특허수준을 비교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에 대

한 특허장벽 분석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특허건수와 특허활동지수(AI : Activity Index)를

분석지표로 활용하여 양적인 측면의 특허분석을 수행하

였다. 특허활동 지수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

이 활발함을 나타낸다(식 1).

(1)

동향분석

전체 특허건수

본 연구에서 굴착비트와 관련하여 선별된 기술 및 국

가별 특허건수는 Table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확공구조에 대한 특허건수는 300개, 고정구조 및 기

타에 대한 특허건수는 570개로 조사되었다. 고정구조에

AI

특정 기술분야의 특정 출원인 건수

특정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인 건수
---------------------------------------------------------------------------------------------------

특정 출원인 총 건수

전체 총 건수
------------------------------------------------

---------------------------------------------------------------------------------------------------=

Table 1. Classification of technology based on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wing bit.

Reaming System Fixing System

Sliding Odex Horizontal pivot Vertical pivot Concentric Eccentric

Table 2. Total number of selected patents by country.

Division Country Analysis period Selected patent

Publication/registration patent

(Based on thefiling data)

Korea 1976 ~ 2011.05 99

U.S.A 1976 ~ 2011.05 414

Japan 1976 ~ 2011.05 304

Europe 1976 ~ 2011.05 53

Fig. 1. View of a ream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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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허건수가 확공구조에 대한 특허건수에 비해 1.9

배 많게 조사되었으며, 확공구조 중에는 수직회동구조,

고정구조 및 기타에 대해서는 컨센트릭구조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확공구조 중에서는 슬라

이딩구조, 고정구조 및 기타에 대해서는 편심구조가 상

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특허건수

Fig. 2 및 Fig. 3은 굴착 기능에 의한 분류에 따른

연도별 출원동향을 도시한 것이다. 

Table 3. Number of patents by country and technique.

Division System Korea U.S.A Japan Europe Total

Reaming system

Sliding 5 4 3 0 12

Odex 1 1 70 0 72

Horizontal pivot 10 5 67 2 84

Vertical pivot 3 35 89 5 132

Fixed System
Concentric 71 213 71 32 387

Eccentric 1 5 0 6 12

Etc. − 8 151 4 8 171

Total 99 414 304 53 870

Fig. 2. Number of patents for reaming systems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Fig. 3. Number of patents for fixing systems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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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공구조는 일본의 경우 1989년에 시작되었으며,

1990년부터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

국, 미국 및 유럽은 지속적인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정구조 및 기타는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꾸준하

게 증가하다가, 2002년 이후 그 수가 감소하였다, 그러

나 2008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의 경우, 고정구조 및 기타에 대한 출원이 1990년에 시

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증감을 반복 하다가

2003년도 이후 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일본 및 유럽의 경우, 출원의 증감을 반복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출원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인별 특허건수

확공구조 비트의 주요출원인별 출원추이를 분석한 결

과(Fig. 4) Mitsubishi Materials가 75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특

허가 일본에서 출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Tone

가 4건, Holte, Ardis L., 탑드릴 및 이광익이 각각 3건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구조 비트의 주요출원인별 국가별 출원추이를 분

석한 결과(Fig. 5) Sandvik가 95건으로 가장 많은 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mith

Fig. 4. Patents application trend of reaming systems by applicant and country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Fig. 5. Patents application trend of fixing systems by applicant and country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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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이 59건, Baker Hughes가 5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 뒤를 잇고 있다. 두 출원인 또한 미

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Robit Rocktools가 8건, 탑드릴이 5건, Tone이 2건,

Holte, Ardis L.이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방법별 주요 출원인 특허건수 

확공구조의 굴착 방법별 주요 출원인의 특허건수를

분석한 결과(Fig. 6) Mitsubishi Materials의 경우, 오덱

스 구조 기술에 57건, 수평회동구조에 17건, 수직회동구

조에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슬라이딩구조는 Smith International이 1건, 탑드릴이 2

건, Tone 및 이광익이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anwa Kizai, Halliburton

Energy Services, Smith International 등 많은 출원인

이 수직회동구조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고정구조 및 기타의 굴착 방법별 주요 출원인의 특허

건수를 분석한 결과(Fig. 7) Sandvik의 경우, 컨센트릭

구조에 59건, 편심구조에 11건, 기타에 25건의 특허를

Fig. 6. Patents application trend of reaming systems by specific technique and main applicant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Fig. 7. Patents application trend of fixing systems by specific technique and main applicant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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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tlas Copco의 경

우, 컨센트릭구조에 20건, 편심구조에 1건, 기타에 6건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구조 및

기타의 모든 굴착방법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탑드릴은 컨센트릭구조에 5건, Robit

Rocktools는 컨센트릭구조에 7건, 기타에 1건, Tone 및

Holte, Ardis L.은 컨센트릭구조에 각각 2건, 1건의 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트폴리오 분석

특허건수와 출원인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통해 기술의

발전 위치를 살펴보는 포트폴리오 기본모델에서 확공구

조의 굴착방법별 위치를 분석해 보면(Fig. 8) 슬라이딩

구조는 성장기 단계에, 오덱스 구조는 퇴조기 단계에, 수

직회동구조는 발전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평회동 구조는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구조의 경우 컨센트릭구조는, 발전기 단계에 진

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심구조의 경우, 다른

기술에 비해 출원건수가 적어 증감이 눈에 띄지는 않으

나, 1995~2001 구간에서 가장 많은 출원건수가 나타나

고 있고, 2002~2008 구간에서는 그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 Result of portfolio analysis by specific technique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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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전체 특허건수 분석 결과 고정구조 및 기타의 특허건

수가 확공구조의 특허건수에 비해 1.9배 많게 조사되었

으며 포트폴리오 분석 상 발전기 단계에 있는 컨센트릭

구조에 대한 특허가 68%로 조사되었다. 고정구조의 특

허건수 및 분포로 미루어 볼 때 고정구조는 이미 발전

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확공구조에 비

해 성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공구조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핵

심기술을 선정하였다.

확공구조의 기술적 위치

확공구조의 특허활동지수(AI)를 토대로 상대중요도와

상대성장율에 따른 특허의 기술적 위치를 분석하였다

(Fig. 9). 확공구조의 기술적 위치 분석 결과 상대중요도

는 수직회동구조와 슬라이딩 구조가 유사한 중요도를 갖

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대성장율은 수직회동구조가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핵심기술 선정

수직회동구조는 확공구조의 특허 출원건수의 44%, 슬

라이딩구조는 4%로 수직회동구조의 특허출원건수가 월

등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수직회동구조는 발전기에, 슬라이딩 구조는 성장기에 해

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향분석 결과 및 기술적 위

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확공구조 중 수직회동구조

는 이미 상당수의 특허가 출원되어 있어 발전기에서 성

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공구조 중 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미

미하며, 포트폴리오 분석상 성장기에 위치하여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딩구조를 핵심기술로

선정하였다.

심층분석

특허장벽 분석

굴착용 비트의 굴착기능 및 굴착 방법별 특허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핵심기술에 형성되어 있는 특허장벽을 분

석하였다. 여기서 표현한 특허장벽은 연구개발방향과 동

일 또는 유사한 특허가 존재할 경우 향후 출원 후 권리

획득 또는 기술의 실시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기 출

원된 특허들을 특허장벽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Ahn

and Choi, 2011).

슬라이딩 구조 기술에 관한 특허는 모두 12건이 검색

되었으나, 우선권주장에 의한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이들을 제외한 7건의 특허가 슬라이딩 구조 기술

에 관련된 특허로 볼 수 있다. 1996년 Tone Coopera-

tion의 일본 출원을 시작으로, 2002년 탑드릴이 한국에

서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7년에 이광익이 한국

에서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후 2009년에

ShigemoriI Tomotake가 일본에서, 2010년에 Smith

International이 미국에서 각각 특허를 출원하였다.

특허 KR0461525(Tone Corporation, 1997)에서는 슬

라이딩 방식의 확공비트에 있어서 하우징 비트와 윙 비

트의 결합구조, 윙 비트의 슬라이딩 구조, 윙 비트의 이

탈 방지 구조, 에어 배기 구조 등 전반적인 구조에 대

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며, 특허 KR0273989(Top

Drill International Co., Ltd., 2002a)에서는 굴착 작업

시 확공비트가 손상됨으로써 어느 한 규격의 비트를 사

용하던 중 장시간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게 될 때 해

당 비트에 비해 치수가 작은 비트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여 이에 링 부재를 결합하여 신속하게 대치할 수 있

는 기술이 개시되었고, 특허 KR0273993(Top Drill

International Co., Ltd., 2002b)에서는 하우징 비트를 스

플라인축에 나사결합시킴으로써 하우징 비트가 손상된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시하

였다.

그 후, 특허 KR0871127(Lee, 2007a)에서 확공 비트

를 이용하여 굴착 작업 시 윙 비트의 수용 공간에 굴착

된 분쇄물이 유입됨으로써 윙 비트가 원위치로 복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윙 비트의 상단에

윙 비트와 일체로 이동하는 스페이서가 구비되는 기술

Fig. 9. Technical position of reaming systems by specific

technique (Chung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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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시하였고 특허 KR0898828(Lee, 2007b)에서는 확

공 비트의 굴착 작업 시 발생하는 상하 방향의 진동에

의하여 윙 비트가 반복적으로 상승 및 하강하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윙 비트가 하우징 비트에 대하여

상승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시되었으며, 최

근 Shigemori Tomotake가 한 쌍의 윙 비트로 구비하는

확공 비트를 개시하였고, Smith International은 링크 구

조에 의하여 윙 비트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는 확공

비트를 개시하고 있다.

핵심기술과 관련된 주요 특허의 핵심 요지를 분석한

결과 하우징 비트와 윙 비트의 결합구조, 윙 비트의 슬

라이딩 구조, 윙 비트의 이탈 방지 구조, 에어 배기 구

조, 하우징비트와 윙비트 간의 간격유지를 위한 스페이

서 등 슬라이딩구조 전반에 걸쳐 특허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개발 방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장벽 분석 결과 슬라이딩구조

전반에 걸쳐 특허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으나 하우징비트와 윙비트의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사

항들에 치중되어 있으며 하우징비트와 윙비트 자체에 대

한 특허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

우징 비트 자체의 경우 고정구조의 특허장벽과 관련되

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특허장벽이 존

재 할 것으로 판단되나 윙비트의 경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슬라이딩구조 자체가 현재 성장기 단계에 있고,

출원건수가 전체 출원건수 대비 4%로 극히 미미한 수

준으로 특허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추

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토의

특허동향 분석결과 고정구조 및 기타의 특허건수가

확공구조의 특허건수에 비해 1.9배 많게 조사되었으며

포트폴리오 분석 상 발전기 단계에 있는 컨센트릭구조

에 대한 특허가 68%로 조사되었다. 고정구조의 특허건

수 및 분포로 미루어 볼 때 고정구조는 이미 발전기에

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확공구조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확공구조의 특허활동지수(AI)를 토대로 상대중요도와

상대성장률에 따른 특허의 기술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상대중요도는 수직회동구조와 슬라이딩 구조가 유사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대성장율은 수직

회동구조가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동향분석 결과 및 기술적 위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확공구조 중 수직회동구조는 이미 상당수의 특허

가 출원되어 있어 발전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과정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미미

하고 포트폴리오 분석상 성장기에 위치하여 잠재적인 발

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딩구조를 핵심기술로 선

정하였다.

핵심기술의 특허장벽 분석 결과 특허장벽은 하우징비

트와 윙비트의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사항들에 치중되어

있으며 하우징비트와 윙비트 자체에 대한 특허장벽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우징 비트의 자체

의 경우 고정구조의 특허장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특허장벽이 존재 할 것으로 판

단되나 윙비트의 경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슬라이딩구조 자체가 현재 성장기 단계에 있고,

출원건수가 전체 출원건수 대비 4%로 극히 미미한 수

준으로 특허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추

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공비트는 2010년 칠레광부 33인 구조에 국산제품

이 사용되면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원개발

과 셰일가스 등 고부가가치 굴착기술의 핵심기술로 자

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련특허도 연평균 14건으

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기초와 방향제

어 시추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확공비트

도 대구경, 기계화 시공으로 전문화 되고 있다. 국내 비

트 제조업체도 고효율 확공비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

으며 해외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엔

지니어링 컨설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

직 분류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상, 제

원, 규격, 성능평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에서는 장비호환이나 공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

으며 비트에 관한 기존 자료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확공비트에 관한 노하우와 제작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반

조건에 맞춰 개발 및 개량된 수많은 기술들이 통합되고

규격화 된다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원천

기술과 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확공비트라는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한

국,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된 공개/등록된 특허를 바탕

으로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특허동향 분석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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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벽 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확공비트의 국내외 특허 기술동

향 분석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건설 토목시장, 석유가

스 시추장비 및 파일링 시장의 확대, 지열 냉난방 시설

증가 등으로 향후 굴착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관련

특허출원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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