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발간번호  BSPE99681-12034-7     

   

                                  

                   
                                    

                          
2019.03.29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운영 및

지식재산권 창출·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2019.03.29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 1 -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운영 및 지식재산권 창출·기술사업화 지원 사

업”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3. 

과 제 책 임 자      : 박    봄

참 여 연 구 원      : 이 종 현 

        “           : 정 희 원 

        “           : 박 성 욱 

        “           : 조 규 표 

        “           : 서 만 덕

        “           : 박 재 욱

        “           : 이 찬 재

        “           : 김 민 아

     



- 1 -

보고서 초록

과제번호 PE99681 연구기간 2018. 01. 01 - 2019. 01. 31 (13개월)

과제명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운영 및 지식재산권 창출·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책임자 박 봄 참여연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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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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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부 기술사업화실

국제공동연구

요약
보고서

면수

○ 기업 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운영  

○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관리 프로세스 개선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 지식재산권 성과분석 및 교육

○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색인어

한 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영 어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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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운영 및 지식재산권 창출·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Ⅱ.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 우수 IP(Intellectual Property) 창출·관리 프로세스 개선

○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연구자 인식제고

○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Ⅲ. 과제의 내용 및 범위

○ R&BD 과제 운영 및 기술이전

○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관리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전문성 확보

○ 저작권 관리시스템 개선 및 생산성 분석

○ 지식재산권 업무 체계 개선

Ⅳ. 과제결과

○ Target 성과물: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과제 결과물의 기술이전

○ 개선된 특허관리체계

○ KIOST Tech Fair 개최

○ 자산실사보고서 및 논문 분석 보고서

Ⅴ. 과제결과의 활용계획

○ 공공기관의 국가성장동력 창출 임무 수행

○ 연구결과의 실용화율 제고

○ TLO 역량 강화로 연구원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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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개발의 목표

가. 기업 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운영

(1) ‘기업 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통한 해양수산 분야 R&D 성과 확산 및 중소․

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

(2) 실시(예정)기업과의 기술이전 조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등의 세분화된 평가 통

한 지원기술 선정

(3) 기술사업화 과정(공정 및 성능개선, 시작품 제작, 시장진출을 위한 제품 디자인 등)

의 전주기적 관리 통한 기술이전계약 성공 가능성 제고

나.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관리 강화

(1) 출원대상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중복연구방지 및 등록 가능성 강화

(2) 출원 전 발명인터뷰를 통해 강한 특허 창출 및 발명에 대한 시장성 평가

(3) 공동출원과의 장래에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 공동출원계약서 마련

(4) 전담특허사무소 선정/운영으로 효율적으로 출원관리 및 업무평가를 통해 출원명세서

품질 강화

(5) 특허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일관리 강화

(6) 미활용 산업재산권 포기를 연차비용 절감 및 미활용 산업재산권 처분을 통한 수익 증대

(7) 해외 출원 및 증록 유지여부 등에 대한 심의 기구인 지식재산위원회 운영

(8) 보유 사업재산권 자산실사를 통해 IP포르폴리오 구축 및 등급별 활용방안 마련

다.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1)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활성화 위한 다각적 방안 수립 및 운영

(2) 기술설명회/상담회 개최 및 참가 통한 보유기술의 성과 확산 및 우수성 홍보

(3) 우수기술의 홍보자료(SMK, 동영상 등) 제작 통한 기술 마케팅 효율성 증대

(4) 해양수산 분야 기업 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해 산업계 기술 수요 파악

라. 업무역량 강화 통한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전문성 확보

(1) 신기술 및 트렌드의 조기 파악 위한 관련 분야 외부기관 교육 수료

(2) 전문자격증(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취득 통한 실무 역량 강화

(3) 타 기관 TLO와의 협력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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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기술사업화 및 성과확산 촉진 위한 해외 연수 참가

마. 우리원 연구성과의 생산성 및 영향력 분석

(1) 논문 생산성에 대한 시계열 분석

(2) 논문 피인용횟수(CPP), 학술지영향력지수(IF) 등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 논문의 질적

수준 진단

(3) 국가 및 기관 간 연구협력관계 분석

바. 연구성과 관리체계 개선 및 우수논문 게재 활성화

(1) 성과관리시스템(논문) 기능 고도화

(2) 연구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논문표절검사결과 등록방식 개선

사.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식수준과 인식수준 제고

(1) 집합교육을 통한 원내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수준 제고

(2) 원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식제고 및 개선점 도출

(3) 법학적 측면의 지식재산권 교육에서 탈피한 전 연구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실시

2. 연구개발 범위

세부 성과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R&BD 과제 선정 및 기술이전
·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연구 공모·선정

· 연구 성과 기술이전 추진

IP 창출·관리

· 특허관리시스템 도입

·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인터뷰

· 전담사무소 선정 및 평가

· 표준 공동출원 계약서 작성

· IP-R&D 시범과제 기획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 전주기 관리

· 창업 인큐베이팅 제도 마련

· KIOST Tech Fair 개최

· TLO 역량 강화

성과분석
· 논문 생산성 분석

· 특허 자산실사 및 포트폴리오 구축

업무체계 개선

· 관련 규정 및 지침, 제도 검토 및 개선

·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실시

· 업무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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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과기원의 임무 및 경영목표 등과의 연계성

가. 해양과기원 정관

(1) 해양과기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

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2) 해양과기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각 호(해양과학기술 및 해양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등)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기타 해양과기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제

4조 제7호)

나. 경영목표

(1) [성과목표 3-1] 연구성과 실용화 및 중소 벤처기업 육성기반 확충

(가)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역량강화를 통한 특허활용률 제고

(나) 보유기술 실용화시스템 확충

(보유기술 DB 및 IP포트폴리오 고도화, 우수기술 마케팅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

(다)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무료 특허 나눔 추진 등

2. 국가적 아젠다와의 연계성

가. 국정과제

(1)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따라 제

조 경쟁력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기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과학기술이 선

도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의거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는 물론 중소기업

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나. R&D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1)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 R&D 투자 패러다임이 양적 투자 확대보다는 투자 효용성을

높이는 질적 투자로 전환

(2) 이러한 투자효용성 제고는 지식재산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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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법률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개발된 기

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과 이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산

업통상자원부의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7～19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활

용 촉진, 기술거래 활성화,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이전 촉진, 중소기업 지원 등의 내

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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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동향

가. (미국)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기업과 연계 강화 및 연구성과물 민간개방확대

(1) 국가적 수준에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응, 미래먹거리 산업개발육성,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의 원천지식 창출 및 응용, 우주탐사 및 우주 기술의 산업적 응용 등의 4차

산업혁명을 다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투자에 집중

(2) 민간주도의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전략과 첨단제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전력

‘첨단제조 파트너쉽’을 추진

(3) ‘산업인터넷 전략’은 GE, 인텔, IBM 등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IIC(Industry Internet

Consortium)을 설립하여, 산업전반에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하는 전략이고, ‘첨단제

조 파트너쉽’은 첨단제조업 진흥을 위해 R&D투자 및 제조업혁신센터를 신설을 통해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구축을 목표로 함

(4)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보유한 특허기술을 공중에 배포하여 과학기술자원의 이용

효율 강화

나. (일본)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연구 매칭 촉진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 연

구회 설립

(1) 최근 기업 및 대학 등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혁신 창출로 이어지는 산학

관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산업계 및 대학 등 모두가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2)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2025년까지 대학·국립 연구개발 법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3배로 늘려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기 위한 정부 목표를 설정하고, 2016년

11월 30일 ‘산학관 제휴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

(3) 대학과 기업간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지역 포럼 개최(2017.01.26.~2017.02.27.)

(4)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국제경쟁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

속적인 기업 가치의 향상과 중장기적 투자 촉진을 위한 「지속적 성장을 위한 ESG⋅

무형자산 장기투자 연구회」설립 추진

다. (중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진

(1) 13차 5개년 계획(‘18~’20)에 포함된 제조 2025 전략은 제조업 정책에 해당하며, IT와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가 핵심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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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장을 개척을 위해 인터넷, ICT 기술과 경제·사회 각 분야(제조업,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목표 제시(‘인터넷 플러스’)

(3)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 추진하여, 선진제조업의 발전

을 가속화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화 융합을 추진하며, 제조

업 중점 분야에서 핵심기술의 산업화를 실현을 계획함

라. (유럽)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상업화를 강화

(1) 중소기업의 혁신 창출 지원을 위해 연구·혁신 기금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일환

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SME Instrument)을 진행하여, 혁신에 대한 잠재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상업화를 지원히기 위해 총 1억 1,400만 유로를 투자(총 262개

중소기업 대상)

1. 국내 동향

가. 출연(연) 사업비 예산 증가

(1)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총예산은 2011년 3조 6,725억원에서 2015년 4조 5,708

억원으로 연평균 5.6%로 증가

(2) 안정적인(비경쟁적) 예산인 정부출연금은 2011년 1조 3,668억원에서 2015년 1조 8,600

억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

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 동향

(1) 2011~2015년 평균 출연(연)의 특허출원수는 9,016건이고, 이 중 국내출원이 6,30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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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연)의 특허등록수는 5,761건으로 특허출원수의 68% 수준이고, 국내 특허등록은

4,212건(73%), 국외등록은 1,549건(27%)로 국내특허등록에 치중됨

(3) 출연(연)의 연구직접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산성 제자리걸음

이기에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산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출연(연) 연구개발 활용 동향

(1) 2011년~2015년 동안 실시특허는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전체

특허의 34%(13,134건)을 차지함

(2) 여전히 66%의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허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특허활용률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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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이전 성과 동향

(1) 2011년~2015년 기술이전 건수는 평균 1,854건으로 연평균 18%씩 증가하였고, 이 중

73%는 유상 계약이고, 27%는 무상계약으로 체결함.

(2) 동 기간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상계약 체

결이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건당 기술료 수익은 감소

(3)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기술이전 수익의 감소는 공익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성과로 볼 수 없기에, 중소기업과의 기술이전․사업화컨소시엄을 통한 사업화 전략으

로써 장기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관련 이슈

가.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1) 한국의 R&D 투자 비중은 ‘15년 기준 GDP 대비 4.23%수준으로 절대 규모로는 세계

6위, GDP 대비 비중으로는 세계1위임

※ R&D 투자 재원은 민간재원이 74.5%(49조 1,700억원), 정부·공공재원 24.7%(16조

2,935억원), 외국재원 0.8%(4,959억원)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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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2012년 사이의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 적자 폭이 평균적으로 증가함

(3)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를 위해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충분한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 R&D 수행 내용과 방향을 결정

하거나, 정기적 IP경영진단, IP전문가 Pool의 구성 운영을 통해 특허경영 체제 기반과

공동 특허 패키징 및 마케팅을 강화함

(4)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최근 적자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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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사업화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추진

(1)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서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은 각 기관의 R&D 프로

세스 및 R&D 내용, 관련 규정·제도, 기술평가, 시장성·기술성 조사/분석, 기술별 비즈

니스 모델의 기획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하나,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

전 전문인력이 부족

(2) 최근들어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 전문 인력의 장기근속(6년이상)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전문화를 추진함.

다. R&BD 지원 확대

(1) R&D 예산에서 기획 비중을 확대하고, 기획단계에서 경제성 분석, 기술경쟁력 기반의

전략, 시장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철저한 기획을 강화

(2) 보유기술과 시장·고객과의 간격 극복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공공TLO와 민간TLO 간

의 다자간 협력 노력하여, 기술사업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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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 R&BD 과제 운영 및 기술이전

가. 사업의 목적

(1)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R&D로 기술이전 성과 증대

(2) 기업 요구 스펙(spec)에 맞는 과제 설계 및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이전 확대로 기술가

치 창출 극대화 도모

(3) KIOST 소유 개발 기술의 기업 실용화 지원으로 KIOST와 기업의 동반 성장 및 R&D

선순환 체계 구축

(4) 해양 관련 기업의 상용화 기술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및 연구역량 제공을 통해 국

내 유관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 내용

(1)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

(2) 과제별 70백만원 내외 지원(예산범위, 내용, 예상성과 등에 따른 차등 배분)

(3)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기술이전 확약서(기업) 제출

(4)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다. 지원 현황 및 결과

(1) 선정평가를 통해 단기실용화 가능 기술을 선정하여 8개 기술(과제)에 530백만원(직접

비) 지원

<표> 2018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과제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
(직접비)

비고

1
효율적인 해안지역 드론사진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
드론 개발

정의영 75백만원 기술이전계약 1건

2
CoWiTA를 이용한 구속효과가 고려된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 비선형 모듈 개발

한택희 55백만원 기술이전계약 1건

3
선박평형수 내 미세조류 검출을 위한 래피드 킷 및 디지
털 판독기 표준화

염승식 90백만원 기술이전계약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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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관리

가. 출원 대상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실시

(1) 주요 내용

(가) 해외출원 및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하려는 발명(이하, 출원 대상 발명)에 대

한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출원 대상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 검토

(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출원 대상 발명의 등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출원 포기를 유도하여 출원 비용 절감

(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출원 대상 발명의 등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

행기술과 차이점을 부각한 출원명세서 작성하여 등록 가능성을 강화하고, 넓은 권리

범위를 갖는 청구항을 작성하여 권리성을 강화

(2) 운영 현황

(가) 국내특허출원하기 위해 91건의 발명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53건에 대하여 선행

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 검토

(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명의 등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2건의 경우, 출원

포기를 유도하여 출원 비용 절감

4 오픈 셀 케이슨 공법 업그레이드 및 사업화 기술지원 박우선 60백만원 -

5 Energy Harvesting Technique을 이용한파력엔진개발 박요섭 70백만원 기술이전계약 1건

6 개발된표층해류관측용표류부이의실용화기술개발연구 송규민 50백만원 기술이전계약 1건

7 ICT 기반소형의연안역해양환경관측시스템개발 강돈혁 60백만원 기술이전계약 1건

8 실시간해양환경모니터링시스템(에코부이) 고도화기술개발 박진순 70백만원 기술이전계약 1건

합계 530백만원 기술이전계약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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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나. 출원 대상 발명의 출원 전 발명인터뷰 실시

(1)목적

기관 보유 특허기술 중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전략 컨

설팅 및 특허청구항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특허기술 사업화를 촉진

(2) 운영 프로세스

<그림> 발명인터뷰 운영 프로세스

(가) 발명인터뷰를 통해 IP전문가(변리사 등)로부터 청구항 작성 가이드 방안, 전략적인

IP 출원 방안 등을 조언받아 출원 진행에 활용*



- 16 -

(나) 발명인터뷰를 통해 시장 전문가(기술거래사,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로부터 출원 대상

발명의 시장성·사업성에 관한 조언 받아, 해외출원 여부 결정, 해외 출원국 결정, 기

술사업화 등에 활용

(다) 발명인터뷰를 통해 출원 대상 발명을 등록가능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고려

하여 등급화하고, 등급이 우수한 발명의 경우 우수 기술로 분류

(3) 운형 현황

(가) 접수된 91건의 국내특허출원 중 70건을 발명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의 발

명인터뷰 수행률 보다 증가하였고, 발명인터뷰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발명인터뷰 운영 현황

구분 발명인터뷰 개최일자 건수(건) 장소

1차 2018.04.26.(목) 10건 부산 본원
2차 2018.05.24.(목) 10건 부산 본원
3차 2018.08.30.(목) 4건 부산 본원
4차 2018.09.20.(목) 2건 부산 본원
5차 2018.10.18.(목) 2건 부산 본원
6차 2018.11.21.(수) 2건 부산 본원
7차 2018.11.26.(월) 2건 부산 본원

기타* 개별 인터뷰 진행 32건
부산 본원, 제주

연구소, 남해 연구소

※ 1건의 경우, 개별적으로 발명자 연구실에 방문하여 진행함.

(4) 추진 성과

(가) 발명인터뷰를 통해 권리범위가 강화된 IP를 창출하였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에

관한 기본 정보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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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별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한 발명의 등급 평가 및 해외출원 진행여부 결정에 활용

[그림] 선별평가 보고서

나.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 마련

(1) 목적

- 공동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비용, 공유 산업재산권의 지분 양도 동의, 공유 산업

재산권의 실시권 설정 동의, 해외출원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 권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 마련이 요구

(2) 운영 현황

(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 권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를 마련

[그림] 특허 공동출원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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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년도에 공동출원 된 총 13건 중 10건에 대하여 표준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를 이

용하여 공동출원 진행 또는 진행 중(3건의 경우, 공동출원인의 요청으로 공동출원인의

계약서 양식으로 진행)

<표>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 작성 현황

다. 전담특허사무소 운영 및 평가

(1) 기존 전담특허사무소의 업무를 검토·평가하여, 출원명세서 품질 강화, 발명자에게 제공

될 IP서비스 향상, 특허절차 진행의 효율화를 위해 전담특허사무소 재선정 필요

(2)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과정

구분 출원번호 공동출원인 비고

1 10-2018-0053916 동명대산학협력단 작성완료

2 10-2018-0081830 ㈜페트라텍 작성완료

3 10-2018-0081831 ㈜페트라텍 작성완료

4 10-2018-0026093 농촌진흥청 작성완료(타 양식 이용)

5 10-2018-0026094 농촌진흥청 작성완료(타 양식 이용)

6 10-2018-0100203 농촌진흥청 작성완료(타 양식 이용)

7 10-2018-0085460 전남대산학협력단 작성완료

8 10-2018-0131877 ㈜에스이티시스템 작성완료

9 10-2018-0107246 ㈜삼연기술 작성완료

10 10-2018-0168362 ㈜서울엔지니어링 작성완료

11 10-2018-0119635 ㈜코이도 작성 진행중

12 10-2019-0001495 ㈜코이도 작성 진행중

13 10-2019-0001496 ㈜코이도 작성 진행중

일자 내용 비고

2018.03.26 기존 전담특허사무소에 대한 수행평가 시행 10개의 사무소 평가

2018.04.03 전담특허사무소 수행평가 결과 보고 3개의 우수 사무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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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전담특허사무소 모집공고를 알리오에 게시함

[그림]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3)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결과

위임자 수임자 협약 기간 협약 내용 비고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KIOST)

이수 특허법률사무소

`18.07.01

~

`20.06.30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

재산권 관리 업무

•지식재산권의 발굴과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등

우수 전담

특허사무소
대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신규 전담

특허사무소

정진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다나

지담 특허법률사무소

브릿지 특허법률사무소

2018.04.09 신규 전담특허사무소 모집공고 25개 신규 사무소 지원

2018.04.25 신규 전담특허사무소 1차 선정평가
12개 신규 사무소

1차 선정

2018.05.29 신규 전담특허사무소 2차 선정평가
4개 신규

사무소 최종 선정

2018.06.29 2018년 전담특허사무소와 업무 협약 체결 7개 사무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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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도입

(1)추진 배경

(가)우리 원의 보유 특허 증가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개선 강화 필요

(나)발명자, 특허대리인, 및 IP담당자 간의 소통 강화 및 업무 지시의 단일화 필요

(2) 주요 내용

(가) 보유 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래의 기능을 추가한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도입

미 운영

① 직무발명신고건, 국내 출원 사건, 해외출원사건 등의 DB 구축

② 대리인 위임시 초안마감, 출원마감 지정 및 자동 얼럿 기능을 통한 효율적 관리

③ 특허청 법정 마감일 및 서류제출일 자동 계산 등을 통한 안정적인 기일 관리

④ 개별국/PCT/EP/국제디자인/마드리드 사건의 기일 등의 체계적 관리

⑤ 특허청 관납료 및 대리인 수수료 관리를 통한 체계적 비용 관리

⑥ 년도별 출원/등록 통계 및 진행단계별 현황 파악

⑦ 통계 카운트 및 해당 리스트의 엑셀 변환 기능

[그림] 지식재산권 통합관리

(나) 발명자, 전담특허사무소 및 지식재산권 담당자 간의 소통 강화 및 업무 지시의 단일화

① 공유 서버를 통해 발명자, 지식재산권 담당자 및 대리인 사무소 간의 정보 공유 강화

② 발명자 및 지식재산권 담당자가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③ 업무 지시 담당자를 IP 담당자로 일원화를 통한 업무 혼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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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 관리프로그램 도입

<표> 지식재산 관리프로그램 도입 절차

(4) 지식재산 관리프로그램 구매 현황

서버 관련 프로그램 지식재산권관리프로그램 화면

[그림] 지식재산권 관리프로그램

(5) 추진결과 및 기대효과

(가) 우리 원의 보유 특허와 향후 증가하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 가능

① 사건현황을 대리인에게 요청하여 파악하던 기존의 수동적인 관리행태에서 탈피, 대리

일자 내용 비고

2018.02 지식재산권관리프로그램(UPMS) 도입 추진

2018.06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서버 및 관련 프로그램 구매

2018.07 ㈜이지피앤피로부터 지식재산관리프로그램 구매 및 시범 운영

2018.08
전담특허사무소 담당자에게 지식재산권관리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시햄

2018.09 지식재산관리프로그램 운영

2018.11 지식재산권관리프로그램에 대한 1차 커스터 마이징 수행

2018.12 지식재산권관리프로그램에 대한 2차 커스터 마이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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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관리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검색 및 통계의 다양화로 사건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

② 직무발명/출원/심사/OA/등록 등 사건의 단계별 조회로 보유사건의 전체적 파악 용이

③ 보고서 및 통계의 다양화로 보유사건의 전체파악 및 진행단계별 취합, 2차가공이 용이

(나) 지식재산권 관리프로그램 사용의 활성화 및 기술이전 현황 체계적 관리

① 지식재산권 관련 지시의 창구를 지식재산권 담당자로 일원화하여 지식재산권의 체계

적인 관리 유도

② 지식재산권 관리프로그램에서 관리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기술이전 정보와 매칭시

켜 효율적인 기술이전현황 관리 유도

마.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포기 및 처분

(1) 목적

활용가능성이 낮은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포기 및 처분을 통해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술의 민간 확대를 통해 기관의 사회기여도 향상 기대

(2) 운영 현황

(가) 기술사업화가 되지 않은 50건의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선별

<표> 선별된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

구분 특허명 발명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비고

1
넙치의 효소분석으로 얻어진 생화학지

표에 의한 해양오염 진단법

양동범,최진호,

김동우

10-1998-0040337

(10-0289673)

2 방파제용 후위 유수지 케이슨 이달수, 이창훈
10-1999-0041970

(10-0372098)

3 환경친화성 퇴적제어장치
전호경, 김용권

염기대, 송한준

10-1999-0043997

(10-0350895)

4 패각을 이용한 인공어초 안희도, 박우선
10-2000-0051508

(10-0385477)

5 블록조립형 인공어초
안희도, 박우선

김갑종

10-2000-0051509

(10-0414164)

6 공진수조를 이용한 해수 유입장치
박우선, 안희도

이달수

10-2000-0078044

(10-0414348)

7 연약 지반 방파제
박우선, 권오순

염기대

10-2000-0078594

(10-0401214)

8 공진수조를 이용한 해수 유입장치 박우선, 이달수
10-2000-0086166

(10-04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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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채수기
진재율, 황근춘,

염기대, 박진순

10-2000-0085864

(10-0672966)

10
부유인공지반 및 부유인공지반을 이

용한 항만구조물의축조방법

박우선, 권오순,

염기대

10-2000-0086165

(10-0414349)

11 원도닌 Ａ 및 그의 제조방법

신종헌, 노정래,

서영완, 조기웅,

이희승, 권호정

10-2001-0019347

(10-0404580)

12

방선균 유래의 신규 생리 활성 물질,

이의 추출 방법 및이를 포함하는 약학

적 조성물

신종헌, 노정래,

조기웅, 이희승

10-2001-0025737

(10-0396309)

13
해수로부터 용존 유기물을 추출하기

위한 고체상 추출장치및 그 추출방법
조기웅, 홍기훈

10-2001-0028700

(10-0390857)

14
굴패각을 이용한 지반개량형 고화재

제조방법
윤길림, 김순호

10-2001-0031645

(10-0464666)

15 경사식 해수유입 방파제
이달수, 오영민,

박우선

10-2001-0037973

(10-0431572)

16 이동식 해상 담수저장시스템
염기대, 박우선,

오영민

10-2001-0066097

(10-0446463)

17 여과수 및 여과지 동시 채집장치 유신재, 명철수
10-2001-0080942

(10-0411946)

공동

권리

18 와류형 해양방류관 노즐
서일원, 강시환,

류시완, 박용성

10-2002-0012130

(10-0481081)

19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삭시톡신

검출용 바이오센서

장만, 이택견,

신경순

10-2002-0015279

(10-0483908)

20

시간유전자 인트론의 염기서열을

DNA 지문으로 이용한 생물체 식별방

법

이윤호, 김완수
10-2002-0015277

(10-0459106)

21 자동 호흡측정장치 김완수
10-2002-0015415

(10-0464667)

22
팔라듐-알루미나 촉매와 초음파를 이

용한 ＰＣＢ 독성저감방법

이희승, 신종헌,

홍기훈, 노정래

10-2002-0019278

(10-0462705)

23
굴패각을 혼합한 콘크리트 및 그 제

조 방법

양은익, 심재설,

윤길림

10-2002-0022762

(10-0481082)

24 수중 미세생물 배양기 유신재, 명철수
10-2002-0078005

(10-0465623)

25 퇴적층 절단용 압출장치
현정호, 명철수,

최중기

10-2002-0078003

(10-0515509)

26 부유생물 침강방지용 수력 배양장치 명철수, 유신재
10-2002-0078004

(10-0465626)

27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 생분해성

스핑고모나스속 균주 ＵＳ6-1 및 상기

김상진, 권개경,

정홍배, 손재학 등

10-2003-0025545

(10-04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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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를 이용한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화합

물의 생물학적 처리방법

28
전자수용체 처리를 통한 퇴적토의 생

물학적 정화방법

김상진, 권개경,

오영숙, 최성찬 등

10-2003-0025544

(10-0529282)

29 음파유속계 고정장치
황상철, 김철수,

신창웅

10-2003-0031477

(10-0532716)

30 수중 자동채수 컨베이어 시스템
염기대, 진재율,

박진순, 명철수

10-2003-0081967

(10-0666533)

31
공시체 수중양생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그 시뮬레이션 방법
윤길림, 유승경

10-2003-0092965

(10-0582748)

32

해면 동물로부터 추출된 생리활성물

질, 이외 추출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신종헌, 노정래

서영완, 조기웅등

09/839393

(6383521)
미국

33

해면 동물로부터 추출된 생리활성물

질, 이외 추출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신종헌, 노정래

서영완, 조기웅등

2001-122130

(3452553)
일본

34 평형 압력의 수중음향 트랜스듀서
박경수, 추용식

이희준

10/080737

(6555947)
미국

35
공시체 수중양생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그 시뮬레이션 방법
윤길림, 유승경

2004-071048

(3886979)
일본

36
발전소 취수구 유입 해양생물 제거

시스템 및 제거방법

이재학, 김동성

이우진, 이승백

2006-542510

(4237228)
일본

37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등

2008/03046

(2008/03046)
남아공

38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등

12/089422

(8030048)
미국

39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등

3377/DELNP/2008

(267621)
인도

40

광학선택적 에폭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이를 이용한 광학순도 에폭사이드의 제조

방법

김상진, 황영옥

우정희, 강성균등
200680046194.2

(200680046194.2)
중국

41
고호열성 DNA 중합효소 및 이의 제

조방법

이정현, 이현숙

김윤재, 강성균등

12/089,587

(8257953)
미국

42
혈전용해능을 가진 신규한 섬유소용해

금속단백분해효소

이상현, 이동근

장민경, 김남영등

12/097892

(7867747)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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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8-01회 지식재산위원회의 선별된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 및 처분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발명자에게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 처분 확인서 징구

(다) 부산기술보증보금 및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 50건의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 중 7건

에 대해 유상·무상 매각 진행

<표>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 처분 현황

43 해양 생물표본 촬영장치 및 방법
김성, 오지나

김웅서

12/291979

(7835632)
미국

44 해양 생물표본 촬영장치 및 방법
김성, 오지나

김웅서

2008-298561

(5468243)
일본

45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11/863829

(7707969)
미국

46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00808460-0

(147802)

싱가

포르

47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2,652,720

(2,652,720)
캐나다

48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WO200803821

(IDP000035361)

인도

네시아

49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MX/a/2009/001142

(280566)
멕시코

50
인공동면 유도기술 및 운송기술 및

그 장치
김완수

4224

(3247)
몽골

No 계약일 특허명(등록번호) 실시기업 기술료※
중개
기관

1 2018.04.18
팔라듐-알루미나 촉매와 초음파를 이용한

PCB 독성저감방법 (제10-0462705호)
비엠에코(주) 50만원 기보

2 2018.04.18

해수로부터 용존 유기물을 추출하기 위한

고체상 추출장치 및 그

추출방법(제10-0390857호)

비엠에코(주) 50만원 기보

3 2018.03.23 자동채수기(제10-0566541호) 우창정공(주) 50만원 기보

4 2018.12.26.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삭시토신 검출용

바이오 센서(제10-0483908호)
㈜워터핀 무상나눔

제주

TP

5 2018.12.26.
부유인공지반 및 부유인공지반을 이용한

항만구조물의축조방법(제10-0414349호)

㈜신일에스

티에스
무상나눔

제주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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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연차료 미납을 통해 연차료 비용 절감

바. 지식재산위원회 운영

(1) 지식재산위원회의 필요성

직무발명 규정 제6조의 2에 지식재산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의 기구 필요성 증대

(2) 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 현황

<표> 2018년도 지식재산위원회 운영 현황

No 일자 내용 비고

1 2018.02.06

제18-01회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호 안건 : 지식재산권 포기(안)

- 제2호 안건: 보유특허기술 처분(안)

2 2018.02.27
제18-02회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호 안건 : PCT출원을 통한 해외출원 승인(안)

3 2018.04.04
제18-03회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호 안건 : 특허권 지분 이전 승인(안)

4 2018.10.18.

제18-04회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호 안건 : 포기대상 지식재산권 선정 및 처분

- 제2호 안건 :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 연차료 절감(안)

- 제3호 안건 : 장기 미활용 지식재산권 활용(안)

- 제4호 안건 : 국외출원 승인(안)

5 2018.10.25.
제18-05회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제1호 안건 : 국외출원 승인(안)

No 계약일 특허명(등록번호) 실시기업 기술료※
중개
기관

6 2018.12.26.
공진수조를 이용한 해수 유입장치

(제10-0414348호)

㈜서준

바이오
무상나눔

제주

TP

7 2018.12.26.
공진수조를 이용한 해수 유입장치

(제10-0414350호)

㈜서준

바이오
무상나눔

제주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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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관련 품의

사. 보유특허 자산실사를 통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등급별 활용 방안 마련

(1) 목적

(가) 보유 특허에 대한 분석 데이터 구축을 통해 기관의 중장기 지식재산권 창출·관리·활

용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

(나) 보유 특허에 대한 등급별에 따른 주요 기술사업화 대상, 지식재산권 처분 대상 등으

로 분류하여, 등급별에 맞는 활용방안 마련

(2) 연구 성과

(가) 특허 자산실사(특허분류)

① 보유 특허 중 진단 대상 선정(431건)

② 진단 대상 특허에 대한 기관 고유 Tech-tree 구축 (Bottom-up 방식)

③ 전략특허 40건 , 보유특허 285건, 포기후보특허 9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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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 대상 특허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맵핑을 통한 특허활용도 제고(Top-down 방식)

(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사업화 유망 우수기술(유망특허) 후보군 도출)

① KISTA 특허 진단 지표에 따른 등급 진단 실시(정량평가)

② 전문가에 의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 실시

③ 평가 결과 종합을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기술(유망특허) 30개(42건) 도출

(다) 활용전략 수립

① 발명자 대면 인터뷰 실시(23명)를 통한 기술특장점, 사업화 현황 및 기술수준 확인

② 유망특허 후보군에 대한 기술수준별 활용 방향 설정

③ 기초연구단계 21건(후속연구개발 및 기술설명회 마케팅에 활용할 기술소개서 작성)

④ 시제품단계 16건, 실용화단계 5건(추가 연구개발, 수요기업 발굴, 타겟 마케팅을 위한

SMK 작성)

[그림] SMK(기술설명서)

3.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가. 제도개선과 인식제고

(1) 출원 대상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실시

(가) 해외출원 및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하려는 발명(이하, 출원 대상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출원 대상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 검토

(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출원 대상 발명의 등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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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포기를 유도하여 출원 비용 절감

(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출원 대상 발명의 등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

행기술과 차이점을 부각한 출원명세서 작성하여 등록 가능성을 강화하고, 넓은 권

리 범위를 갖는 청구항을 작성하여 권리성을 강화

(2) 출원 대상 발명의 출원 전 발명인터뷰 실시

(가) 발명인터뷰를 통해 IP전문가(변리사 등)로부터 청구항 작성 가이드 방안, 전략적인

IP 출원 방안 등을 조언 받아 출원 진행에 활용

(나) 발명인터뷰를 통해 시장 전문가(기술거래사,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로부터 출원 대

상 발명의 시장성·사업성에 관한 조언 받아, 해외 출원 여부 결정, 해외 출원국 결

정, 기술사업화 등에 활용

(다) 발명인터뷰를 통해 출원 대상 발명을 등록가능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고

려하여 등급화하고, 등급이 우수한 발명의 경우 우수 기술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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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행기술조사보고서

(3) 전담 특허사무소 운영 및 평가

(가) 2018년 상반기에 전담 특허사무소 재선정 공고를 하고, 내부 위원, 외부 전문가들의

선정평가를 거쳐 7개의 전담특허사무소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출원·등록 관리

(나) 전담 특허사무소의 업무를 검토·평가하여, 출원 명세서 품질 강화, 발명자에게 제공

될 IP서비스 향상, 불필요한 특허 절차 진행으로 인한 비용 절감 기대

[그림]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및 업무협약

(4)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 마련

(가) 공동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비용, 공유 산업재산권의 지분 양도 동의, 공유 지

식재산권의 실시권 설정 동의, 해외출원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 권리자 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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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8년 3월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 마련

(나)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를 지식재산권 출원 전에 작성하여,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책

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동 권리자간의 분쟁 예방

[그림] 특허 공동출원 표준 계약서

(5) TLO 역량 강화

(가) 기술가치평가사(정희원),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종현) 자격증 취득 통한 전문역량 강화

(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산업재산권 과정’ 수료 등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다)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 출연연 TLO 통합 워크숍, 부산지역 TLO협의회 등을 참

가하여 업무 정보 공유 및 벤치마킹

(라) ‘본·분원 및 부설 간 기술사업화 협의회’ 구성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방안 마련

나.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1) 기술수요조사로 수요기술 발굴

[그림]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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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해양수

산 분야 기업 대상으로 기술수요 및 현장 애로기술 조사 실시

(나) 해양수산 분야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발굴과 사업화 수요기술 및 애로기술을 발굴

해 유망기술과 수요기업의 매칭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역할 수행

[그림] 해양수산분야 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서

(다) 해양수산 분야 기업 대상 기술수요조사 시 연구소기업 제도 소개 및 제안 확보

[그림] 해양수산 분야 기업 기술수요조사 보고서

(라) 잠재적 수요기업 187개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끝으로 최종 수요기업(사업 후보군) 4개(풍원석회 포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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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화 유망 기술의 DB 구축

[그림] 우수·유망기술 창출 프로세스

(가) 굴패각 활용 친환경 생태블록의 사업화 모델 및 전략 수립

(나) 기술개발 및 신사업 아이템의 IP 경쟁력 강화 전략과 판로개척 방안 설계 제시

(다) 추가적인 기술이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가치 확대에 기여

[그림] 연구소기업 추진 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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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허 자산실사(특허분류)

[그림] 특허 자산실사 보고서 1.

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2018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기술

30건을 발굴하고, SMK 제작

② 총 431건의 대상 특허를 선정 후 고유 TECH-TREE 구축하고, KISTA 특허 진단지

표에 따른 등급 진단 및 전문가에 의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

를 실시해 30건의 유망기술(특허) 도출

③ 발명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실시 및 유망기술에 관한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R&D 특허 성과의 활용성 제고 및 맞춤형 특허 관리 추진

[그림] 특허 자산실사 보고서 2.

(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사업화 유망 우수기술(유망특허) 후보군 도출)

① KISTA 특허 진단 지표에 따른 등급 진단 실시(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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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가에 의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 실시

③ 평가 결과 종합을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기술(유망특허) 30개(42건) 도출

(바) 활용전략 수립

① 발명자 대면 인터뷰 실시(23명)를 통한 기술특장점, 사업화 현황 및 기술수준 확인

② 유망특허 후보군에 대한 기술수준별 활용 방향 설정

[그림] 유망특허 분석

③ 기초연구단계 21건(후속연구개발 및 기술설명회 마케팅에 활용할 기술소개서 작성)

④ 시제품단계 16건, 실용화단계 5건(추가 연구개발, 수요기업 발굴, 타겟마케팅 SMK 작성)

(3) 기술 마케팅 다각화

[그림] 다각적인 기술마케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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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 클러스터 유관 기관 및 부설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마케팅 효율성 증대

(나) 2018년 처음으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대 등 해양클러스터 내 유관기관들

과 공동 기술이전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

(다) 조선해양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22건 소개 및 수요기업 중심 맞춤형 기술상담

(라) 2차 설명회 시, KIOST 부설기관인 선박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도 참가

다. 투자연계와 R&BD 지원

(1) 기술사업화(연구소기업 설립) 전략 컨설팅 제공

[그림] 연구소기업 후속 연계지원 방안

(가) 연구소기업의 장기적 역량강화 관점에서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기술사업화 및 투자

유치를 포괄하는 지속적 연계 발전방안 제시

(나) 이전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개량기술의 IP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 창출 및

도입, 포트폴리오 구축, 침해대응 및 방어를 위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다) 또한 기 설립된 연구소기업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니즈 및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

한 후 맞춤형 육성사업 연계 활동 진행

(2)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사업 수행

(가) 부산특구 내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여 그 성과를 확

산함으로서, 조선해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해양수산 분야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발굴과 기술이전·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

는 수요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유망기술과 수요기업의 매칭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

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제품상용화 전략 수립

(다) 특구연계 연구과제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의 전주기에 걸쳐 효과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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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지원·관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기업성장과 더불어 관련 산업

의 발전에 기여

<표>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사업 내용 및 달성도

(라)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내역

※ 사업비 : 5천만원 / 사업기간 : 2018.04.10.～2018.11.30.(8개월)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기업인 풍원석회 측의 요청 및 사정으로 2019년 초 연구소기업 설립

(3)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가) 과제별로 1억원 내외 지원(예산범위, 내용, 예상성과 등에 따른 차등 배분)

(나) 수요기업의 요구 스펙(spec) 도달 시 수요기업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조건(기술이전

확약서 징구)

(다) 단기 실용화 가능 8개 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비 지원했으며 현재 기술이전계약체결

진행

세부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연구소기업 설립 1건 50%

신규아이템 발굴 2건 100%

유망기술 발굴 2건 100%

기술찾기 포럼 기술제안 2건 100%

유망사업 후보군(기업 및 기관) 도출 2건 100%

신규아이템 비즈니스모델 도출 및 사업화전략 수립 1건 100%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노력 5건 100%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연계 1건 100%

연구소기업 투자연계를 위한 노력 1건 100%

대외활동·협업 2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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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과제 현황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

효율적인 해안지역 드론사진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 드론 개발 정의영 75백만원

CoWiTA를 이용한 구속효과가 고려된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 비선형 모듈 개발 한택희 55백만원

선박평형수 내 미세조류 검출을 위한 래피드 킷 및 디지털 판독기 표준화 염승식 90백만원

오픈 셀 케이슨 공법 업그레이드 및 사업화 기술지원 박우선 60백만원

Energy Harvesting Technique을 이용한 파력엔진 개발 박요섭 70백만원

개발된 표층해류관측용 표류부이의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 송규민 50백만원

ICT 기반 소형의 연안역 해양 환경 관측 시스템 개발 강돈혁 60백만원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코부이) 고도화 기술개발 박진순 70백만원

(4)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그림] 부산 동삼혁신도시

(가) KIOST를 포함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

해양조사원, 항만소방서, 부산해사고,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한국조선

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환경교육원 등 13개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집적화된 ‘해양 클러스터’의 네트워킹 활용

(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대 등 해양클러스터 입주기간들과 정부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네트워킹 행사 등을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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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보엔젤파트너스 본사 방문

① 선보엔젤파트너스 본사를 방문해 오종훈 대표를 접

견하고 양 기관 소개 및 상호 협력 분야 발굴 논의

② 특히 KIOST에서 추진 중인 연구소기업 설립 2

건과 관련하여 선보엔젤파트너스 측의 사업화

(투자) 참여 검토 요청

(라) 기술보증기금과의 MOU 체결

① 기술보증기금과 사업연계 및 사업화 후속지원을 통한 해양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

립 및 성장지원 위해 MOU 체결(2018.10.11.)

② 해양과학기술 분야 기업 지원 및 창업 보육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술성 및 사

업성이 우수한 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연계 협력 약속

[그림]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

(마)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

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외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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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네트워킹 협력방안 논의

- 양 기관 협력 가능 분야 도출(기업 현장 애로기술 멘토링 제공 등)

[그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

② 해양수산 분야 기업과 동반성장 희망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R&D 역량 제고 기여 위해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과 공동 개최(2018.12.05.)

- 해양수산 분야 기업 관계자 40여명에게 현장 애로기술 멘토링 제공

[그림] 동반성장 희망 라운드테이블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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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술이전계약 체결 현황

※ 2018년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사안

- 연구소기업 1건을 설립하지 못했으나 현재 2개 기업(풍원석회, 경동엔지니어링)과 연구소

구분 계약일 기술명 실시기업

1 2017.12.01. 해양선박평형수 및 어패류양식 수질정화 장치 ㈜올브릿지

2 2017.12.30. 기계학습 기반 인공위성 해무탐지 기술 ㈜UST21

3 2018.03.01. 해양 환경 피해 저감 기술 ㈜코리아오션텍

4 2018.03.09 고파랑 대응 소파블록 ㈜인디고존

5 2018.03.23
고리매개 등온증폭법 기반 이리도 및

노다바이러스 검출기술
㈜서린바이오사이언스

6 2018.06.22. 피라미드식 강제어초(재계약) 금상건설㈜

7 2018.08.31. 대왕범바리의 양성 및 수정란 생산기술
다오리씨푸드

(베트남기업)

8 2018.11.05.
굴패각을 활용한 수중구조물 인공어초 및

해중림초 제작기술
(주)풍원석회

9 2018.04.01 해양생물 제어장치 오션파트너즈㈜

10 2018.12.05
해중림의 지속 성장을 위한 조식동물 침입방지

장치
㈜해영이엔지

11 추진 중 홍해삼 추출물을 이용한 스킨케이 화장품 조성물 비디코스제주(주)

12 추진 중
복수의 그룹 빔 형성 기법을 이용한 수중음원

방향성 탐지방법
㈜에이더블테크놀러지

13 추진 중 부잔교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파도 상세 방법 ㈜태성공영

14 추진 중 조류에너지를 이용한 양수 발전 융합시스템 ㈜필즈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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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립 추진 중

(1) 굴패각 활용 친환경 생태블록 기술

(가) 굴패각 친환경 생태블록 기술은 산업폐기물인 굴패각을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해양 구조물, 인공어초 등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술

(나) 비료 전문기업 풍원석회(전라남도 해남 소재)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기술이전

계약(2018.11.05.)을 체결(선급기술료: 50백만원 / 경상기술료 : 총매출액의 5%)

(다) 다만 실시기업 측에서 준비단계를 넉넉히 가지고 점진적인 사업화 과정(기술이전계

약 체결 →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여 올해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할 계획

[그림] 풍원석회 측과의 기술사업화

첫 미팅(2018.06.11.)
[그림] 굴패각 친환경 생태 시멘트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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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굴패각 어초형 생태블록 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 착수 및 기본방향을 논의

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해 관련 전문가 자유토론 등을 통해 기술정보 공유 및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풍원석회의 사업화 계획 공유 및 추진계획에 따른 전문

가 의견 수렴

(2) 해양 초고온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가) 심해미생물을 이용한 세계 최고이자 세계 최초 바이오수소 생산 원천 기술

(나) KIOST 원천기술에 부경대 요소기술을 더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중

(다) 산(경동엔지니어링) 학(부경대) 연(KIOST) 공동연구 및 협력 차원에서의 좋은 사례

이자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대체에너지 이슈에 부응할 수 있기에 사업화 성공 가능

성이 크고, 적기라 판단

(라) 각 설립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에 합의(2018.10.19.)했으며, 관련 사업의 참여기

관들과의 지분 정리 및 참여 여부 결정 등으로 내년 상반기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중

[그림] 굴패각 어초형 생태블록

연구소기업 창업 킥오프 회의 (2018.11.22.)

[그림] 연구소기업 설립 킥오프 회의

언론보도

[그림] 기술이전확약 체결식

KIOST-풍원석회

[그림] 2018 전라남도 지식재산 페스티벌

우수 기술사업화 사례 선정



- 44 -

[그림] 해양 초고온고세균 이요 바이오 생산기술

(3) 기타

- 여성 전용 건강기능성 식품 기업인 커브스코리아가 ‘홍해삼 복합발효 추출물을 포함하

는 주름개선활성 증진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한 조성물’ 및 ‘염지하

수를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

에 관심이 있어 부산 본원 및 제주연구소를 방문했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타진하다 커

브스코리아 내부 사정으로 현재 계류 중

4. 연구성과 생산성 분석 및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가. 우리원 연구성과 생산성 및 영향력 분석

(1) 조사방법

우리원 및 국내·외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논문성과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수집기관 KIOST, KAIST, POSTECH, GIST, UNIST, HKUST (6개 기관)

수집대상 Web of Science DB의 SCI/SCIE 논문

수집기간 2010년 ~ 2018년 (9년간)

검색필드 기관명(organization), 주소(address), 확장된 기관명(organization-enhanced)

검색키워드 현재 기관명, 약칭으로 기관명을 통제

<표> 연구성과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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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논문성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원의 논문생산성은 2010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고, 2014년 이후 하락 및 정체되고 있다. 반면, KAIST, UNIST, HKUST의 논문생산성

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분 KIOST KAIST GIST UNIST HKUST POSTECH
2010년 165 2,163 689 171 1,187 1,314
2011년 163 2,307 765 259 1,261 1,528
2012년 217 2,322 710 426 1,337 1,542
2013년 270 2,440 679 525 1,431 1,557
2014년 281 2,553 663 677 1,662 1,578
2015년 211 2,689 730 883 1,795 1,615
2016년 223 2,772 796 975 1,935 1,683
2017년 208 2,788 767 1,089 1,932 1,619
2018년 228 2,847 815 1,151 2,090 1,605

<표> 기관별 논문생산성 증감현황

[그림] 기관별 논문생산성 증감현황

우리원 논문성과의 질적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단, 분석대상 자료는 KIOST 인트라넷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

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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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KIOST 논문성과의 질적평가 (IF 상위비율)

먼저, 학술지 IF값의 분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10% 이내’ 논문은 전체논문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증감폭이 크지 않았다. 반면, ‘상위 20% 이내’ 논문

은 2014년 42.9%로 절반에 육박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은 ‘23.0%’로 대폭 하락하였다.

[그림] KIOST 논문성과의 질적평가 (IF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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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체 학술지 IF값 평균을 살펴보면, 2015년 2.7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은 2.04로 분석되었다. 앞서 IF 상위비율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

면, 상위 10% 이내의 우수논문 발표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의 논문은 투고학술지의 질

적수준이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학술지 질적수준 평가는 IF값으로 대표할 수 없

으나, 투고논문의 인용 및 확산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술지의 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순위보정화지수(이하 mrnIF)를 산

출하였다. mrnIF는 학술지 IF가 동일 주제분야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0부터 100까지로 표

준화한 값이다. mrnIF가 0일 경우 가장 최하위의 학술지를 의미하여, 100은 가장 최상의

순위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mrnIF은 IF의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65.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45.9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KIOST 논문성과의 질적평가 (mrnIF 평균)

나. 연구성과 관리체계 및 시스템 개선

(1) 업무표준화 및 전산화

① 인트라넷 성과관리 시스템 중복 기능 제거 및 구현되지 않던 필수 기능 추가

② 성과별로 분리되어 관리되던 시스템을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관리 편의성 증대

③ 논문 등 학술활동 성과등록양식 조정을 통해 자료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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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논문 및 저서 관리자 화면

[그림] 논문 및 저서 관리자 화면

[그림] 지식재산권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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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술료 관리자 화면

④ 특허에 한정되어있던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를 프로그램 등록까지 확장하여 해당 성

과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 누락 방지

[그림] 과제정보 기재 효과

[그림] 프로그램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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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재산권 업무 체계 개선

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체계 표준화

(1) 인트라넷 성과관리 시스템 중복 기능 제거 및 구현되지 않은 필수 기능 추가 추진

(가) 논문 등 학술활동 성과등록양식 조정

(나) 발명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 양식 및 결재 라인 수정 (기술 관련 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

(다) 사업 베이스 성과정보 검색기능 추가

(2) 지식재산관 관련 비용 처리 시 예산 집행 기준 마련

(가) 2016년부터 특허 출원 시 기재 과제로만 특허 관련 비용집행이 가능해 진 바, 특허

관련 비용(연구비 내 지식재산권비, 기술료수입 중 특허비) 및 재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의 객관성 및 효율성 강화

(나) 소유권 분쟁 및 간접비 수입 감소 방지를 위해 기관 특허 출원 및 관리비 통합 계정

설정 여부 검토

<표>지식재산권 관리 비용 집행 기간

재원 구분 직/간접비 집행 내용

주요사업 직접비 사업기간 내 ~ 종료 후 3년간 집행가능

인프라사업 계상불가 사업기간 내 원장 승인 후 직접비 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사업기간 내 ~ 종료 후 3년간 집행가능

용역사업 계상불가 발주처 승인 시 사업기간 내 직접비에서 집행

설정 3년 경과 지재권비 경상비 일괄 흡수 후 연차료로 집행

기술료 수입의 30% 경상비 연차료 및 기술사업화 후속조치 경비로 집행

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실시

(1) 남해연구소, 제주연구소, 대상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직무교육 실시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사업 관련 특허출원제도 변경 사항 공유

(3)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자료 인트라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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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과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구분 가중치* 달성 목표(건) 세부 
가중치

달성
(건)

달성도
(%)

사회
적 

성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기술 
개발 지원사업 

운영 

30% 기술이전계약 
체결 3 30% 7 233%

기술사업화 
활성화 10% TECH FAIR

개최 4 10% 9 225%

우수 산업재산권 
창출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40%

발명인터뷰 70 15% 70 100%

자산실사 수행 1 15% 1 100%

특허관리프로그
램 도입 및 운영 O/X 10% O 100%

TLO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10% 관련 자격증 
취득 2 10% 2 100%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자 인식 

제고

10% 전문 교육 개최 4 10% 2 50%

계 - 100% ... -

※ 정량목표 설정 근거(또는 당위성)

본 연구과제의 목표가 우리원의 기술 지식을 활용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사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를 설정함. 특히, 연내 특허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자 함. 또한, TECH FAIR 개최 등을 통해 보유기

술의 사업화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수요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

영을 통해 지원과제의 기술이전계약 달성도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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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과제 결과의 활용계획

1. 과제결과의 활용방안

가. 해양과기원의 경영목표 향상 및 성과확산 전략 제시

나.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인식 제고를 통한 기술마케팅 강화

다. ‘강한특허’ 창출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

라.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마. 기술이전전담조직 강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2. 과제결과의 기대효과

가. 기술적 측면

(1) 발명인터뷰를 통한 ‘강한특허’ 만들기 지원

(2) 우수성과 조기발굴을 통한 연구자/발명자의 IP개발/권리화 지원

(3) 해양과기원의 지식재산관리의 선진화 구현

(4) 주요사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기관역량 강화 기여

(5)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마인드 제고

나. 경제 산업적 측면

(1) 주요사업의 우수성과 실용화(R&BD)로 연구성과의 중단/사장화 방지

(2) 해양과기원 보유 우수기술에 대한 마케팅 홍보 강화

(3) 해양과기원의 TLO전담조직에 대한 안정적 성과확산예산 확보 지원

(4) 특허전문가(변리사)를 활용한 다양한「연구성과 활용․확산 체계」조기 구축 가능

다. 사회적 측면

(1) 해양과기원의 경영목표 향상 및 발전방향의 성과확산 전략 제시

(2)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인식 제고를 통한 기술마케팅 강화

(3) ‘강한특허’ 창출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

(4)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5) 기술이전전담조직 강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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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특허에 대한 기관 고유 Tech-tree 구축

• 지원 대상 특허의 맵핑

• KISTA 특허 진단 지표에 따른 등급 진단 실시

• 전문가에 의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종합을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기술(유망특허) 도출

• 발명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실시

• 유망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동향, 적용 제품, 기술 트렌드, 수요기업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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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용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사업기간 2018.4.25~2018.8.22(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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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OST 제공한 등록특허 431건 LIST 수신

- 제공항목 : 특허 서지사항 / 주발명자 / 주발명자 소속부서 / 기술이전 여부 등

• 보유특허 진단 효율성 위해 자체 항목으로 재정리하여 제공

- 추가항목 : 원문링크, IPC, 기술분류,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분류, 전문가 진단등급, KISTA 진단등급 등

연번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주발명자 주 발명자 소속(부서 or 학과) 기술 분류 기술이전 여부

1 10-2005-0004157 2005-01-17 10-0656288 2006-12-05 벤조[아]피렌 분해 촉진제 및 이를 이용한 생분해 방법 KIOST, 비제이씨 김상진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화학 X

2 10-2005-0071065 2005-08-03 10-0662048 2006-12-20 양현하역용 부유식 안벽 KIOST, 에드벡트 장인성 연안공학연구본부 기계/소재 X

3 10-2005-0071067 2005-08-03 10-0650337 2006-11-21 양현하역용 부유식 안벽 KIOST, 에드벡트 장인성 연안공학연구본부 기계/소재 X

4 10-2005-0101723 2005-10-27 10-0737230 2007-07-03
항-베타에스트라디올 항혈청을 포함하는 베타에스트라디올검출용 바이
오센서 및 베타에스트라디올 검출방법

KIOST, 신라대학교산학 이택견 남해특성연구센터 바이오/의료 X

5 10-2005-0101722 2005-10-27 10-0737246 2007-07-03
항-비스페놀 항혈청을 포함하는 비스페놀 검출용바이오센서 및 비스페
놀 검출방법

KIOST, 신라대학교산학 이택견 남해특성연구센터 바이오/의료 X

6 10-2005-0101721 2005-10-27 10-0737186 2007-07-03
항-에스트리올 항혈청을 포함하는 에스트리올 검출용바이오센서 및 에
스트리올 검출방법

KIOST, 신라대학교산학 이택견 남해특성연구센터 바이오/의료 X

7 10-2005-0103267 2005-10-31 10-0634018 2006-10-09 저질의 순환식 측정장치 KIOST, 에코션 김동선 환경기반연구센터 기계/소재 X

8 10-2005-0114626 2005-11-29 10-0706170 2007-04-04 심해수를 이용한 수하식 양식 장치 KIOST, 울릉미네랄 오승용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기계/소재 X

9 10-2005-0115532 2005-11-30 10-0739481 2007-07-09 미세조류 생산장치 KIOST, 오션테크 오승용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기계/소재 X

10 10-2005-0133610 2005-12-29 10-0712191 2007-04-20 파일앵커와 윈치를 이용한 파일관입장치 및 방법 KIOST 박우선 연안공학연구본부 기계/소재 X

11 10-2006-0007776 2006-01-25 10-0762307 2007-09-20 조립식 부양구조체
KIOST, 현대파이프, 오

션파트너즈
명정구 생태기반연구센터 기계/소재 X

12 10-2006-0007777 2006-01-25 10-0692362 2007-03-02 심해수 취수용 파이프 어셈블리 및 그의 설치 방법 KIOST, 오션파트너즈 오승용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기계/소재 X

13 10-2006-0018505 2006-02-25 10-0656803 2006-12-06 파일을 이용한 기초의 시공구조 및 시공법 KIOST 박우선 연안공학연구본부 기계/소재 X

14 10-2006-0039711 2006-05-02 10-0829421 2008-05-07
연어 종 또는 계군의 판별 방법과 이에 따른 연어 종 또는계군 판별용 폴
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ＤＮＡ칩 및 키트

KIOST, 바이오코아 이윤호 전략개발실 바이오/의료 X

15 10-2006-0047759 2006-05-26 10-0763955 2007-09-28 벤더를 이용한 크로스홀형 탄성파 시험 방법
KIOST, 경희대산학, 다

이크 이앤씨
권오순 연안방재연구센터 전기전자 X

16 10-2006-0047757 2006-05-26 10-0756892 2007-09-03 인홀형 탄성파 시험용 계측장치
KIOST, 경희대산학, 다

이크 이앤씨
권오순 연안방재연구센터 전기전자 X

17 10-2006-0047758 2006-05-26 10-0769683 2007-10-17 인홀형 탄성파콘의 관입시험 방법
KIOST, 경희대산학, 다

이크 이앤씨
권오순 연안방재연구센터 기계/소재 X

18 10-2006-0066213 2006-07-14 10-0779022 2007-11-17 발전소 취배수로의 냉각수 거품 저감용 다층수로관 KIOST, 한국전력 강금석 연안개발연구센터 에너지자원 X

19 10-2006-0073749 2006-08-04 10-0806208 2008-02-15
홍어과 또는 가오리류에 속하는 어류의 분류체계 결정 방법과 이와 관련
된 폴리뉴클레오티드 프로브 ＤＮＡ 칩 및 키트

KIOST, 지노첵 김충곤 생태기반연구센터 바이오/의료 X

20 10-2006-0109088 2006-11-06 10-0762375 2007-09-20 조류발전설비 보호시설 KIOST, 신화기공 박진순 연안개발연구센터 에너지자원 X

21 10-2006-0109824 2006-11-08 10-0807692 2008-02-20 혈전용해성 메탈로프로테아제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KIOST, 신라대학교산학 이상현 해양바이오연구부 바이오/의료 X

22 10-2006-0119019 2006-11-29 10-0814859 2008-03-12 조립식 헬리컬 터빈 KIOST, 한국동서발전 박진순 연안개발연구센터 에너지자원 X

23 10-2006-0119012 2006-11-29 10-0771118 2007-10-23 헬리컬 터빈 계측장치 KIOST, 한국동서발전 박진순 연안개발연구센터 에너지자원 X

24 10-2007-0104219 2007-10-16 10-1383546 2014-04-03 심해 해저에서 분리된 리파제 및 에스터라제 KIOST 이정현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바이오/의료 X

25 10-2007-0120334 2007-11-23 10-0929495 2009-11-24 조립식 헬리컬 터빈 KIOST, 일진홀딩스 박진순 연안개발연구센터 에너지자원 X

26 10-2007-0120336 2007-11-23 10-0929494 2009-11-24 조립식 헬리컬 터빈 KIOST, 일진홀딩스 박진순 연안개발연구센터 에너지자원 X

27 10-2007-0121881 2007-11-28 10-0913162 2009-08-13 심해저 견인식 영상촬영 플랫폼 장치 및 영상취득 장치
KIOST,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엔알

배재류 해저환경·자원연구본부 기계/소재 X

28 10-2008-0038318 2008-04-24 10-0977979 2010-08-18 버킷 기초를 활용한 해양 말뚝 보강장치 KIOST, 한라 권오순 연안방재연구센터 기계/소재 X

29 10-2008-0046644 2008-05-20 10-1001470 2010-12-08 중공형 체인 등부표 KIOST, 한국동서발전 한상훈 연안개발연구센터 기계/소재 X

30 10-2008-0050973 2008-05-30 10-1519454 2015-05-06
필라멘트형 응집체 형태의 인간 ＤＪ-1 단백질 및 이를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스크리닝 방법

KIOST 차선신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바이오/의료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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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현황

-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보이고 있음

-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200건 내외의 높은 출원건수 보이고 있음

• 주요 주발명자 현황

- 주발명자로는 박우선, 김현주, 이정현, 임정한, 권오순 발명자가 TOP 5로 파악됨

유효구간
* 제 1발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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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술분야

- 선박분야가 가장 높은 점유율 차지하였으며, 해양생명공학 분야가 뒤를 잇고 있음

- 그 외 기계구조물, 수공, 수중구조물 등 기계 분야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누적점유율

- IPC TOP 15위까지의 점유율 합계(누적점유율)는 60.2%

10

• 연도별 현황

- 2011년까지의 출원건은 소수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50건 이상의 특허가 선별됨

- 특히 2014년 출원건은 102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가 포함되었음

• 주요 주발명자 현황

- 주발명자로는 이택견, 염승식(남해특성연구센터) 등 남해특성연구센터 연구자들이 상위권 차지

 전체 특허 대비, 2013~2014년도 출원건의 포함 비율이 높음

 전체건 주발명자 TOP 5 중, 3명만이 대상건 주발명자 TOP 15 리스트에 포함

유효구간

* KIOST 제공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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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소속부서

- 연안개발연구센터가 78건(23%)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 뒤를 이어,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59건, 17%), 남해특성연구센터(46건, 14%)의

특허 다수 포함

• 주요 소속부서 발명자

- 연안개발연구센터에서는 고진환(20건),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는 이정현(21건), 남해특성연구센터는 이택견(23건) 등이 최다 주발명자임

12

• 주요기술분야

- 해양생명공학 분야가 가장 높은 점유율 보였으며, 이외 해양환경/해양장비 분야가 뒤를 이음

• 누적점유율

- IPC TOP 15위까지의 점유율 합계(누적점유율)는 68.4%

 전체 특허는 선박 분야(B63B) 비중 높음 vs 대상건은 해양 생명공학 분야(C12N, C12Q) 분야 비중 높음

 IPC TOP 15 기술분야의 다양성은 전체건 및 대상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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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 검토 이유

- 해양과학 기술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Tech-Tree 작성

- KIOST 연구개발 분야의 집중/미흡 분야에 대한 객관적 판단

< 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



15

• 해양수산업분류체계 검토 이유

- 해양분야 기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제품 분류를 위한 연관성 검토 (다만, 산업에 관한 분류로서, 제품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았음)

< 해양수산업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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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자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주발명자 주 발명자 소속

2016-05-10 10-1736496 드론을 이용한 연안 퇴적물 시료 채취장치 KIOST 이준호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② 개별 기술파악① 기술단위 Tech-Tree 구성

• 제품 단위 Tech-Tree 시도하였으

나, 특정 제품군 명칭으로 기술내

용을 포괄하는데 난점 존재

• 기술단위 Tech-Tree 도출

- 개별기술 파악

- 참고자료 활용

③ 대/중/소 분류 도출

• 파악된 기술 기반으로 대/중/소 분

류 명칭 지정

• 대분류 : 해양장비

• 중분류 : 해양시설장비

• 소분류 : 시료채취장비

④ 타 기술체계 참고

• 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 참고

- KIOST 보유기술을 보다 적절히

체계화할 수 있는 분류체계 존재여

부 검토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관련 분류

•

•

 직접 참고하기에는 부적합

드론 제어기술을 이용한

연안 퇴적물 시료채취 장비 기술

⑤ 용어 검증

• Bottom-up 방식으로 도출된 분류

명칭의 검증

- 기존의 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 등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어 선택

• 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

- “해양탐사장비” 용어 채용

대 중 소 상세

항공
우주

차세대 드론
개발 기술 탐지/인식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
연동된 드론 위치파악
/유도조종/이동 기술

⑥ 최종 Tech-Tree 구성

• 대분류 : 해양장비

• 중분류 : 해양시설장비

• 소분류 : 해양탐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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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해양 내 신규 미생물 또는 이를 형질전환한 미생물 관련 기술

유전체 해양 생물의 유전체 분석, 이의 기능 관련 기술

단백질체 해양생물 유래 단백질 구조 및 이의 기능 관련 기술

생물공정

배양공정 해양생물 유래 유용 성분을 생산하기 위한 배양 공정 또는 장치 관련 기술

생물전환 유용 성분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물 유래 효소 등을 이용한 전환 공정 관련 기술

분리공정 해양생물 유래 유용 성분을 추출/정제하기 위한 관련 기술

생물자원

생산/양식 생물자원의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양식 기술

질병 진단/치료 해양 생물자원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술

다양성 확보 바이오마커 등을 이용하여 해양생물을 동정, 분류하는 기술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해양 소재를 이용한 항암 조성물 관련 기술

항균 해양 소재를 이용한 항균 조성물 관련 기술

탈모 해양 소재를 이용한 탈모, 발모 촉진용 조성물 관련 기술

면역질환 해양 소재를 이용한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 기타 염증 질환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

혈전용해 해양 소재를 이용한 혈전 용해 조성물 관련 기술

향장소재 기능성 화장품 해양 소재를 이용한 주름개선, 미백 등의 활성을 나타내는 화장료 조성물 관련 기술

산업/에너지
산업소재 해양 소재/부산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관련 기술

에너지소재 해양 조류, 미생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미개척 해양자원 탐사, 부양 구조체, 시료 채취 등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및 운용 기술

해양건설장비 수중 건설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운용 기술

해안시설적용장비 해안에 위치한 시설(예 : 화력발전소 등)에 적용되는 장비 기술

해양레저장비 해양스포츠 제반시설 해양 레저스포츠 또는 레저를 위한 제반시설(예 : 부양 구조체) 관련 기술

해안/항만 항만시설/공간활용
항만시설 해안/항만시설물 설계, 건설 등 관련 기술

연안공간활용/보존 연안 및 해안의 개발/재개발(소파 블록 등), 보존/이용 관련 기술

해양자원
광물자원

광물자원개발 해저, 해상 및 하층토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의 획득, 이용 기술

준설토 활용 해양 준설토의 활용, 운송 관련 기술

수자원 수자원탐사 해수자원 취수, 탐사, 개발 관련 기술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조력/조류를 이용한 발전설비(예 : 터빈 등) 관련 기술

보호설비 조력/조류를 이용한 발전시설에 대한 보호설비 관련 기술

제어기술 조력/조류를 이용한 발전시설 제어 기술

파력풍력

발전설비 파력/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관련 기술

보호설비 파력/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에 대한 보호설비 관련 기술

제어기술 파력/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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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해수환경측정 해수 환경 관련 다양한 정보 및 해양 기후 변화 관측 기술
지질/지형측정 지반, 지질, 토양, 지형 등의 정보에 대한 측정, 관측 기술
기상 관측/예보 기상, 기후, 지진 등에 대한 관측 및 결과에 대한 해석/예보 기술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 검출/진단 해양 오염 물질에 대한 검출 또는 환경 오염 진단 기술
오염저감/환경복원 오염물질/오염부하 제거 및 해양환경 정화/복원 관련 기술

생태계
생태계진단 해양의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적 기능에 대한 정보 획득 관련 기술
생태계관리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해역이나 생태계 특성에 따라 그 구성 및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기술

해양교통/
안전

해양교통
해양교통관리 선박 운항시스템의 고도화, e-Navigation 선박탑재용 장비 관련 기술

해양교통인프라 해저터널이나 선박 관제 등 해양 교통 인프라 관련 제반 기술

해양안전
해양안전관리 선박 식별 기술 등 해양 사고나 해양시스템의 문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해상구난/방재 해양수색, 해상 구난 및 방재 지원 시스템을 개발, 구축, 관리하기 위한 제반 기술

극지해양 극지공학 극지안전 빙해선박에 대한 극지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

정보처리/
콘텐츠

영상/데이터처리
영상/CG/인터페이스 해양정보에 대한 영상/그래픽 처리 기술, 해양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데이터처리/모델링 대규모 해양정보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모델링 기술

디지털콘텐츠
가상현실/인공지능 해양정보에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한 기술

융복합콘텐츠 해양정보에 대한 감성콘텐츠, 스마트콘텐츠, 교육콘텐츠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술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추진장치 선박의 추진, 운동, 선체구조 등 추진성능 관련 장치 관련 기술
선박작업장치 선박의 작업 장치나 추진 외 보조기능 장치 관련 기술
선박안전장치 선박의 비상상황에 대응 가능한 장치(예 : 응급봉쇄장치 등) 관련 기술

선박평형수처리 선박 평형수의 처리 장치, 테스트 장치, 수질 정화 장치 관련 기술
선박방오도료 선박에 적용가능한 방오 도료 및 이의 제조 관련 기술

해양플랜트
기초구조 해양플랜트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및 시공 기술

안전성평가 해양플랜트, 지반 등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평가/확보 기술
해양플랜트운용 해양플랜트 및 해저배관의 설치 및 해저자원 시추, 운반 등 관리, 운용 기술

• Bottom-up 방식 도출

- KIOST 제공 등록특허 개별건 검토를 바탕으로 한 기관 고유 Tech-Tree 도출

- 개별기술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 KIOST 의견 반영

- Tech-Tree 초안 제시 및 수정의견 반영을 통한 최종안 확정

(그룹핑) (그룹핑) (그룹핑)



19

• 대분류 분포 현황

-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 분류가 각각 91건(21%)를 차지하여, 해양 생명공학 분야가 상위권 차지

- 뒤를 이어 선박/플랜트 46건(11%), 해양에너지 44건(10%) 차지

- 해양교통/안전, 해양자원 분류는 미흡한 수준임

• 중분류/소분류 분포 현황

- 중분류 중에는 해양시설장비(43건), 해양환경정보(41건), 해양환경오염(40건) 분류가 두각

- 소분류 중에는 해양탐사장비(40건), 다양성확보(생물자원, 22건), 기초구조(해양플랜트, 22건) 분류가 두각

주요 중분류 건수

해양시설장비 43

해양환경정보 41

해양환경오염 40

생물자원 38

원천기반 32

영상/데이터처리 29

해양플랜트 28

조력조류 27

바이오의약 25

항만시설/공간활용 24

주요 소분류 건수

해양탐사장비 40

다양성확보(생물자원) 22

기초구조 22

오염물질검출/진단 21

발전설비(조력조류) 20

데이터처리/모델링 19

오염저감/환경복원 19

지질/지형측정 18

단백질체 18

항균 17

20

(그룹핑) (그룹핑) (그룹핑)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41

해양생물

생물자원 38

선박/플랜트

해양플랜트 28

해양환경오염 40 원천기반 32 선박공학 18

생태계 8 생물공정 21

생태계관리 2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27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43

정보처리/콘텐츠

영상/
데이터처리 29

파력풍력 17 해양레저장비 1 디지털콘텐츠 2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25

해안/항만

항만시설/
공간활용 24

해양교통/안전

해양교통 12

산업/에너지 4 해양안전 8

향장소재 1

의약바이오 1

해양자원

광물자원 5

극지해양

극지공학 1

수자원 3



2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매칭 건수 분류설명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11 해양 내 신규 미생물 또는 이를 형질전환한 미생물 관련 기술

유전체 3 해양 생물의 유전체 분석, 이의 기능 관련 기술

단백질체 18 해양생물 유래 단백질 구조 및 이의 기능 관련 기술

생물공정

배양공정 10 해양생물 유래 유용 성분을 생산하기 위한 배양 공정 또는 장치 관련 기술

생물전환 10 유용 성분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물 유래 효소 등을 이용한 전환 공정 관련 기술

분리공정 1 해양생물 유래 유용 성분을 추출/정제하기 위한 관련 기술

생물자원

생산/양식 4 생물자원의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양식 기술

질병 진단/치료 12 해양 생물자원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술

다양성 확보 22 바이오마커 등을 이용하여 해양생물을 동정, 분류하는 기술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5 해양 소재를 이용한 항암 조성물 관련 기술

항균 17 해양 소재를 이용한 항균 조성물 관련 기술

탈모 1 해양 소재를 이용한 탈모, 발모 촉진용 조성물 관련 기술

면역질환 2 해양 소재를 이용한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 기타 염증 질환 치료용 조성물 관련 기술

혈전용해 1 해양 소재를 이용한 혈전 용해 조성물 관련 기술

향장소재 기능성 화장품 1 해양 소재를 이용한 주름개선, 미백 등의 활성을 나타내는 화장료 조성물 관련 기술

산업/에너지
산업소재 1 해양 소재/부산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관련 기술

에너지소재 3 해양 조류, 미생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40 미개척 해양자원 탐사, 부양 구조체, 시료 채취 등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및 운용 기술

해양건설장비 1 수중 건설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운용 기술

해안시설적용장비 2 해안에 위치한 시설(예 : 화력발전소 등)에 적용되는 장비 기술

해양레저장비 해양스포츠 제반시설 1 해양 레저스포츠 또는 레저를 위한 제반시설(예 : 부양 구조체) 관련 기술

해안/항만 항만시설/공간활용
항만시설 10 해안/항만시설물 설계, 건설 등 관련 기술

연안공간활용/보존 14 연안 및 해안의 개발/재개발(소파 블록 등), 보존/이용 관련 기술

해양자원
광물자원

광물자원개발 1 해저, 해상 및 하층토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의 획득, 이용 기술

준설토 활용 4 해양 준설토의 활용, 운송 관련 기술

수자원 수자원탐사 3 해수자원 취수, 탐사, 개발 관련 기술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20 조력/조류를 이용한 발전설비(예 : 터빈 등) 관련 기술

보호설비 3 조력/조류를 이용한 발전시설에 대한 보호설비 관련 기술

제어기술 4 조력/조류를 이용한 발전시설 제어 기술

파력풍력

발전설비 13 파력/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 관련 기술

보호설비 1 파력/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에 대한 보호설비 관련 기술

제어기술 3 파력/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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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매칭 건수 분류설명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해수환경측정 15 해수 환경 관련 다양한 정보 및 해양 기후 변화 관측 기술

지질/지형측정 18 지반, 지질, 토양, 지형 등의 정보에 대한 측정, 관측 기술

기상 관측/예보 8 기상, 기후, 지진 등에 대한 관측 및 결과에 대한 해석/예보 기술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 검출/진단 21 해양 오염 물질에 대한 검출 또는 환경 오염 진단 기술

오염저감/환경복원 19 오염물질/오염부하 제거 및 해양환경 정화/복원 관련 기술

생태계
생태계진단 9 해양의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적 기능에 대한 정보 획득 관련 기술

생태계관리 1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해역이나 생태계 특성에 따라 그 구성 및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기술

해양교통/
안전

해양교통
해양교통관리 2 선박 운항시스템의 고도화, e-Navigation 선박탑재용 장비 관련 기술

해양교통인프라 10 해저터널이나 선박 관제 등 해양 교통 인프라 관련 제반 기술

해양안전
해양안전관리 6 선박 식별 기술 등 해양 사고나 해양시스템의 문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해상구난/방재 2 해양수색, 해상 구난 및 방재 지원 시스템을 개발, 구축, 관리하기 위한 제반 기술

극지해양 극지공학 극지안전 1 빙해선박에 대한 극지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

정보처리/
콘텐츠

영상/데이터처리
영상/CG/인터페이스 10 해양정보에 대한 영상/그래픽 처리 기술, 해양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데이터처리/모델링 19 대규모 해양정보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모델링 기술

디지털콘텐츠
가상현실/인공지능 1 해양정보에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한 기술

융복합콘텐츠 1 해양정보에 대한 감성콘텐츠, 스마트콘텐츠, 교육콘텐츠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술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추진장치 1 선박의 추진, 운동, 선체구조 등 추진성능 관련 장치 관련 기술

선박작업장치 3 선박의 작업 장치나 추진 외 보조기능 장치 관련 기술

선박안전장치 5 선박의 비상상황에 대응 가능한 장치(예 : 응급봉쇄장치 등) 관련 기술

선박평형수처리 7 선박 평형수의 처리 장치, 테스트 장치, 수질 정화 장치 관련 기술

선박방오도료 2 선박에 적용가능한 방오 도료 및 이의 제조 관련 기술

해양플랜트

기초구조 22 해양플랜트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및 시공 기술

안전성평가 3 해양플랜트, 지반 등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평가/확보 기술

해양플랜트운용 3 해양플랜트 및 해저배관의 설치 및 해저자원 시추, 운반 등 관리, 운용 기술

• 주요 연구개발 경향

- 해양 생물/소재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 등의 개발, 미개척 지대인 해양의 탐사(장비)기술, 해양에너지 발전기

술, 환경오염 진단/복원 기술, 해양플랜트 기초구조 관련 기술 연구 활발

- 정보처리/콘텐츠 분야는 향후 연구개발 활성화 예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5개분야 122개 기술개발 테마에 대하여 기술개발현황, 요소기술, 시장성등의 중소기업 기술 로

드맵을 제시함. 이와 같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맞추어 Top-Down 방식으로 분류 수행

• 중소기업 로드맵에 선정된 15대 전략분야 기술에 대하여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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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개시된 Tech-Tree를

활용하여 보유특허 분류 (Top-down 방식)

• 기술분야, 전략분야, 테마, 요소기술/전략기

술 등을 활용하여 Tech-Tree 구축



25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상의 Tech-Tree를 정리

• 기술 체계의 전체구조 파악 및 공공기관 보유특허에 대한 적용 용이성을 높임  활용도 제고

<2017년 중소기업 로드맵 Tech-Tree 자료> <2018년 중소기업 로드맵 Tech-Tre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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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맵핑

- ’17년 / ’18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중, 대상 특허 기술과 최대 근접자료 존재시 맵핑 실시

- 맵핑건수 : ’17년 로드맵 – 34건 / ‘18년 로드맵 - 36건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매칭결과 발명자 제공  최근의 기술트렌드, 시장트렌드 파악 및 후속개발에 활용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맵핑 샘플> 로드맵 버전 맵핑 건수

2017년도 34건

2018년도 36건

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의 명칭 IPC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0-1416097 2014-07-01 롱 PCR이 가능한 DNA 중합효소 및 그의 유전자 C12N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바이오 유전체분석 및 정보분석유전체 분석기술 유전체 관련 원천기술 및

10-1401545 2014-05-23 중금속 노출에 대응하는 감태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 C12Q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559571 2015-10-05 감태 유래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C12N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223663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VＭＮ１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23666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ORN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23664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ＲＭＮ１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23665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ＲＭＮ2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495640 2015-02-16 신규한 렙토린비아 코리엔시스 KIOST-1 균주 및 이를 이용한 바 C12P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10-1805452 2017-11-30 모로우붉은실에서 추출된 브로모페놀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A61K 해양신소재 의약바이오 면역질환

10-1298944 2013-08-16 미생물의 대량 생산을 위한 배양 배지 C12R 해양생물 생물공정 배양공정

10-1401565 2014-05-23 수소생산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장치 및 수소생산방법 C12P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98942 2013-08-16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생산 방법 C12P 해양신소재 산업/에너지 에너지소재

10-1379314 2014-03-24 비스페놀 Ａ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 C12Q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398051 2014-05-15 노닐페놀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C12Q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352417 2014-01-10 발전 장치 F03B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에너지신산업(17년도) 신재생에너지 통합제어/신재생에너지 통합제어시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통

10-1493259 2015-02-09 다중 반복승강식 발전장치 F03B 해양에너지 파력풍력 발전설비

10-1553845 2015-09-11 비브리오 패혈증균 알티엑스에이-1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 C07K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균

10-1756769 2017-07-05 서열번호 1의 살조활성 단백질분해효소,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C12N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10-1466113 2014-11-21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효율 전기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C02F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10-1563179 2015-10-20 담수, 해수 살균처리가 가능한 비전수통과방식 전기분해선박평 C02F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10-1757766 2017-07-07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효율 오존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B63J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10-1350351 2014-01-06 합성개구레이더를 이용한 소형 선박 탐지방법 G01S 해양교통/안전 해양교통 해양교통인프라 조선 스마트운항시스템 해상교통 관제기술 선박 충돌 회피 기술

최대 근접자료 선별하여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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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기술성 측면은 지표로 분석하기 어렵고 전문가 정성 분석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므로, KISTA 특허 진단 지표에서는

권리성 및 시장성 관련 지표를 중요하게 판단

전략특허
활용성 등급이 상위 등급이면서

권리성 등급이 중상위 등급인 특허

보유특허
전략특허와 포기후보 특허를 제외

한 나머지 특허

포기후보 특허
활용성 등급이 하위 등급이면서

권리성 등급이 중하위 등급인 특허

※ 기관별 진단 목적에 따라 참여기관과 협의 하에 ‘보유특허
관리 등급 진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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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성: 제3자와의 특허분쟁에서 독점배타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 KISTA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부 R&D 대학 · 공공연 기술이전 실태조사 결과(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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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A 진단등급 개요

- 특허의 정량적 요소를 활용하여, 활용성 및 권리성에 대한 9등급 분위 평가  이차원 평면상에 진단결과 표시

• KIOST 진단대상 특허 평가 결과

- 전략특허 40건(9.6%), 보유특허 285건(68.0%), 포기후보특허 9건(22.4%) 으로 평가됨

- 전략특허는 특히 활용성 높은 특허로서, 우수기술(유망특허) 선별시 반영하였음

등급구분 맵핑 건수 점유율

전략특허 40건 9.6%

보유특허 285건 68.0%

포기후보특허 94건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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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특허의 주요 대분류 현황

- 전략특허 40건 중, 해양환경 11건, 선박/플랜트 6건, 해양생물 6건 등의 분야가 다수 차지

• 주요 소속부서 및 발명자 현황

- 소속부서 측면에서는 연안개발연구센터가 가장 많은 특허 포함

- 기타 환경기반연구센터,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연안공학연구본부 등이 뒤를 이음

- 발명자 측면에서는, 김경력, 윤길림, 장인성 발명자가 상위권 차지

등급구분 맵핑 건수

김경련 5

윤길림 4

장인성 4

박진순 3

이정현 3

오승용 2

심재설 2

진재율 2

신경순 2

박흥식 1

< 주요 대분류 현황 > < 주요 소속부서 현황 > < 주요 발명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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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정성평가 기준표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에 대해 세부항목 8가지로 나누어, 항목당 5점 / 총점 4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

• 우수기술(유망특허) 후보군 선별 기준

- 상기 평가결과를 기초로,

- 정성평가 방법 ① (수요기술 존재 여부) / 정성평가 방법 ② (유망기술 여부) 함께 고려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기술성

기술 우수성 종래기술대비기술적인장점또는경쟁상의이점정도 5

기술 난이도 특허 내용으로부터 모방 또는 변형 실시 용이성을 판단 5

기술 수명 기술분야의 기술발전 속도 및 기술 동향에 따른 기술의 수명주기 상 위치 5

권리성
권리범위의 광협 등록된 청구항에 따른 권리범위의 광협 5

입증 용이성 경쟁사의 실시로부터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 5

시장성

시장 성장성 대상 기술 제품이 속한 업종의 시장 성장율 5

시장 경쟁성
대상 기술이 속한 목표 시장의 구조, 독과점 여부, 

경쟁 제품의 과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5

상용화 소요시간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필요한 시간 5

총 점 40

< 전문가 정성평가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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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평가 내용 및 세부 판단기준 >

평가항목 평가 내용 세부 판단 기준

기술 우수성
경쟁기술 대비 기술적인 장

점 또는 경쟁상의 이점 정도

ⓐ경쟁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가 큰 발명기술 또는 경쟁기술의 문제해결 정도가

큰 발명기술이다. 

ⓑ경쟁기술과 대비하여 차별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경쟁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가 보통인 발명기술 또는 경쟁기술의 문제해결 정

도가 보통인 발명기술이다.

ⓓ경쟁기술과 대비하여 차별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경쟁기술과 대비하여 개량 효과가 없다.

기술 난이도

경쟁사 관점에서 평가대상

특허로부터 모방 또는 변형

실시가 용이하고, 기술의 난

이도가 낮은 기술인지 여부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제3자가 모방하기 극히 어려운 기

술이다.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제3자가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로, 

향후 상당기간 사업화 위험이 작다.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된 자료로부터 어느 정도 착상은 가능하나 발명 또

는 고안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과 반복이 요구된다.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된 자료로부터 구현 가능하여, 사업의 이익 감소가

우려됨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된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구현 가능하여, 향후 사업

화 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술 수명

기술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

및 기술 동향에 따른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성장기의 기술로 상당기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

ⓑ성장기 초기의 기술로 활용도가 검증되고 있다.

ⓒ성숙기로 성장성이 약해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도가 남아있다.

ⓓ도입기로 활용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술변화가 거의 없는 쇠퇴기에 접어든 기술이고, 활용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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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성 평가 내용 및 세부 판단기준 >

평가항목 평가 내용 세부 판단 기준

권리범위 광협

평가대상특허의 권리범위가

경쟁자의 회피설계를 통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시장

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재되

었는지를 평가함

ⓐ제3자의 어떠한 변형 실시도 문언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범위의 폭이 넓

다. 

ⓑ청구항의 문언적 기재만으로 제3자의 변형 실시 전부를 방지할 수는 없으나, 회피 설

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구항의 문언적 기재만으로 제3자의 변형 실시 전부를 방지할 수 없고, 청구항의 폭

이 다소 좁은 편이다.

ⓓ청구항의 폭이 좁아, 제3자의 회피 설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수치 한정 등이 불필요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약간의 변형만으로도 권리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청구항의 폭이 좁다.

입증 용이성

경쟁사의 실시로부터 기술

적 구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입수 가능한 제3자의 실시 제품으로부터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수 가능한 제3자의 실시 제품으로부터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인지가 쉽지 않다. 

ⓒ입수 가능한 제3자의 실시 제품으로부터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는 바로 확인할 수 없으나 별도의 테스트 절차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입수 가능한 제3자의 실시 제품만으로는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수 가능한 제3자의 실시 제품만으로는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법원의 검증 절차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내부 시설을 확

인할 때 가능하다. 



35

< 시장성 평가 내용 및 세부 판단기준 >

평가항목 평가 내용 세부 판단 기준

시장 성장성

대상 기술 제품이 속한

업종의 시장 성장율을

말함

ⓐ최근 3년간 동업종 시장성장률이 평균 경제성장률 이상이고 시장의 성장추세로 판단할 때 향후 큰

폭의 시장 성장이 가능함

ⓑ최근 3년간 동업종 시장성장률이 평균 경제성장률 이상이고 향후에도 유사한 추세로 성장이 계속

될 것임

ⓒ최근 3년간 동업종 시장성장률이 평균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건이 개선되어 향후 성장

률이 평균 경제성장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3년간 동업종 시장성장률이 평균 경제성장률 정도이나 향후 시장성장은 기대되지 않음

ⓔ최근 3년간 동업종 시장성장률이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시장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향

후 시장성장이 기대되지 않음

시장 경쟁성

대상기술이 속한 목표

시장의 구조, 지배자의

유형, 독과점 여부, 경

쟁제품의 과다 여부 등

을 고려하여 경쟁정도

를 평가함. 

ⓐ목표시장에서 경쟁기업 및 경쟁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화 경쟁력은 매우 높음

ⓑ목표시장에서 경쟁기업 및 경쟁제품이 소수 있으나, 선도업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화 경

쟁력은 높음

ⓒ목표시장에서 경쟁기업 및 경쟁제품이 다수 있고, 선도 기업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음

ⓓ목표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상황이 높고, 강력한 경쟁기업 또는 경쟁제품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목표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매우 높고, 강력한 경쟁기업 또는 경쟁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음

상용화 소요시간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필요한 시간

ⓐ6개월 이내에 기술을 구현할 준비가 되어있음

ⓑ기술을 구현하는 데 6개월 ~ 1년이 소요될 것임

ⓒ기술을 구현하는 데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임

ⓓ기술을 구현하는 데 1년 ~ 2년이 소요될 것임

ⓔ기술을 구현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임

36

• 기업 수요 존재 여부 고려

- 해양기술 분야 관련, 수행기관이 민간기업 수요기술 조사자료와의 매칭 여부 검토

• 매칭시 가점 부여

- 매칭되는 기술에 대하여는, 정성평가시 가점 부여

< 수요기술 조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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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검색 등을 통한 해양기술 분야 시장/산업/정책 동향 수집

-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시장전망, 정책지원 등의 동향자료 수집하여 정성평가시 참고

• 시장트렌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술에 대한 가점 부여

- 트렌드에 명확히 부합하는 이슈가 있는 경우, 정성평가시 가점 부여

< 해양기술 분야
시장/산업동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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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Tech-Tree 맵핑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Tech-Tree와 보유기술 맵핑자료 참고

• 매칭되는 기술은 기술트렌드 및 시장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로 판단하여 가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매칭되어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로 판단되는 경우, 정성평가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Tech-Tree 맵핑 샘플>

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의 명칭 IPC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10-1416097 2014-07-01 롱 PCR이 가능한 DNA 중합효소 및 그의 유전자 C12N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바이오 유전체분석 및 정보분석유전체 분석기술 유전체 관련 원천기술 및

10-1401545 2014-05-23 중금속 노출에 대응하는 감태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양 생 C12Q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559571 2015-10-05 감태 유래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C12N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223663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VＭＮ１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23666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ORN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23664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ＲＭＮ１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23665 2013-01-11 나이트릴레이즈 ＲＭＮ2을 이용한 카르복실산의 제조방법 C12N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495640 2015-02-16 신규한 렙토린비아 코리엔시스 KIOST-1 균주 및 이를 이용한 바 C12P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10-1805452 2017-11-30 모로우붉은실에서 추출된 브로모페놀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A61K 해양신소재 의약바이오 면역질환

10-1298944 2013-08-16 미생물의 대량 생산을 위한 배양 배지 C12R 해양생물 생물공정 배양공정

10-1401565 2014-05-23 수소생산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장치 및 수소생산방법 C12P 해양생물 생물공정 생물전환

10-1298942 2013-08-16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생산 방법 C12P 해양신소재 산업/에너지 에너지소재

10-1379314 2014-03-24 비스페놀 Ａ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 C12Q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398051 2014-05-15 노닐페놀 노출에 대응하는 바다송사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C12Q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에너지/환경기계기스템(수질오염방지설비 수질오염 측정 센서 기술바이오 기반의 수질오염

10-1352417 2014-01-10 발전 장치 F03B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에너지신산업(17년도) 신재생에너지 통합제어/신재생에너지 통합제어시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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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기술(유망특허) 후보군 도출

- 정량평가 결과 및 정성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32점 이상 상위 점수를 형성한 30개를 우수기술(유망특허) 후보군으

로 도출

• 패키징 기술 포함

- 선별된 우수기술(유망특허) 후보군 30개 중에는 동일 주발명자의 시리즈 특허 등을 1개로 묶은 패키징 기술도 포함

됨

- 개별 특허건수로는 42건에 해당함

40

패키징
번호

서지사항 기술분류 패키징
기술수준 진단등급

출원일자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주발명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키워드 패키징 대표건

1 2013-01-02 10-1416097 롱 PCR이 가능한 DNA 중합효소 및 그의 유전자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DNA 중합효소 및 유전자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2 2015-05-06 10-1718514 방오 도료용 양친매성 하이드로젤 입자 및 그 제조방법 고진환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방오도료 선박용 방오도료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3 2015-05-22 10-1684489 신규한 프로모터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유전체 신규 프로모터 및 이를 이용
한 수소생산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4 2015-10-20 10-1804184 드론을 이용한 연안지형 조사장치(하이드로 드론을 이용한
무인 해빈지형 조사장치) 박준용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앙탐사장비 연안조사 드론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5 2014-11-10 10-1642951 ＧIＳ 기반 실시간 지진피해 예측 방법 박우선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기상 관측/예보 지진피해 예측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6 2015-07-29 10-1813324 혈관신생에 관련된 인간 FGF11의 용도 이세원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특이적 유전자를 이용한 암
진단용 조성물 및 키트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7 2015-02-27 10-1576799 풍력터빈의 지지구조물에서의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장치 및
그 방법 이진학 해양에너지 파력풍력 보호설비 풍력터빈지지구조물의 피로

수명 평가 장치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8 2016-08-03 10-1784172 해양생물 3D 모델링 및 가상체험 콘텐츠의 제작 시스템 및
방법 유옥환 정보처리/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가상현실/인공지능 해양생물 모델링 및 가상체

험 콘텐츠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9 2016-02-24 10-1759542 디클로페낙 노출에 대응하는 히드라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 검출/진단 히드라 유전자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9 2016-06-08 10-1693285 트리클로산 노출에 대응하는 히드라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 검출/진단 히드라 유전자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0 2012-10-15 10-1420613 신규한 스트렙토클로린 유도체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이종석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스트렙토클로린 유도체 포함

암 예방/치료제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1 2013-11-13 10-1534483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WTC155T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써모코커스균주 활용한 수소

생산방법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1 2013-11-13 10-1580488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MC02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써모코커스균주 활용한 수소
생산방법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1 2012-06-19 10-1401603 수소생산능이 증가된 써모코코스 온누리우스 엔에이원 돌연
변이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써모코코스 돌연변이체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O 기초연구단계 전략특허

11 2013-03-28 10-1736485 포름산염으로부터 수소생산능이 증가된 써모코코스 돌연변
이체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써모코코스 돌연변이체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2 2013-12-26 10-1736484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Ｔｈｅｒｍ
ｏｃｃｕｓ ｓｐｐ．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써모코커스균주 활용한 수소
생산방법 O 기초연구단계 전략특허

12 2013-12-26 10-1736482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Ｔｈｅｒｍｏｃ
ｃｕｓ ｓｐｐ．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서열번호 7의 수소화
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써모코커스균주 활용한 수소
생산방법 기초연구단계 전략특허

13 2011-11-22 10-1350891 폴리아세틸렌 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페트로시아 추출물을 유
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페트로시아 추출물 포함 암

예방/치료 조성물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4 2012-11-28 10-1493917 기능복합형 해상풍력발전 시설물 심재설 선박/플랜트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운용 해상풍력발전 시설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5 2015-06-04 10-1713928 해양정보분석장치 및 그 동작 방법 양현 정보처리/콘텐츠 영상/데이터처리 데이터처리/모델링 해양정보 분석 O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6 2012-07-26 10-1352417 발전 장치 고진환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16 2013-09-30 10-1493259 다중 반복승강식 발전장치 고진환 해양에너지 파력풍력 발전설비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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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번호

서지사항 기술분류 패키징
기술수준 진단등급

출원일자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주발명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키워드 패키징 대표건

17 2013-11-01 10-1466113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효율 전기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신경순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선박 평형수 처리 O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17 2014-11-19 10-1563179 담수, 해수 살균처리가 가능한 비전수통과방식 전기분해선박
평형수 처리방법 및 장치 신경순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선박 평형수 처리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17 2015-10-26 10-1757766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효율 오존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신경순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선박 평형수 처리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18 2014-07-21 10-1653373 저수심 수력발전용 듀얼터빈 조립체 고진환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수력발전용 듀얼터빈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19 2015-10-12 10-1710613 수중익을 설치한 수중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파랑-유속 관측
방법 임학수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앙탐사장비 수중드론 이용한 관측기술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0 2016-05-10 10-1736496 드론을 이용한 연안 퇴적물 시료 채취장치 이준호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연안 퇴적물 시료채취 드론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1 2015-12-14 10-1661757 염지하수를 포함하는 알레르기성 또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김충곤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면역질환 염지하수 포함 피부치료용

조성물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2 2008-09-30 10-1041282 해상 구조물의 시공방법 이광수 선박/플랜트 해양플랜트 기초구조 해상구조물 시공 O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23 2015-07-01 10-1559491 표류 부이 송규민 해양장비 해양환경정보 해수환경측정 해수면 관측장치 O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23 2016-04-07 10-1675431 관측 수심 조절이 가능한 해류 관측용 표류 부이 송규민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해수환경측정 해수면 관측장치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3 2016-06-02 10-1682535 표층수 흐름을 관측하는 표류부이 송규민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해수환경측정 해수면 관측장치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4 2014-12-16 10-1673473 해안침식 2중 방지형 해안 구조물 심재설 해안/항만 항만시설/공간활용 연안공간활용/보존 해안 침식방지 구조물 O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25 2016-01-27 10-1779376 드론을 이용한 다중 해양 관측 시스템 최복경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 관측 드론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6 2012-01-12 10-1223551 해양의 수직 구조 연속 연직 관측을 위한 수중 측정장치 박요섭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 수직구조 관측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7 2013-05-07 10-1468168 별도의 계류라인을 사용하지 않은 부이를 이용한 수중관측자
료 실시간 전송방법 및 그 장치 김선정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관측 부이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8 2012-09-10 10-1387153 해저관측장비용 회수장치 김용권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관측장비 회수장치 O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8 2012-10-15 10-1419782 해양용 강제 회수장치 김용권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저감/환경복원 해양관측장비 회수장치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8 2012-05-22 10-1396578 소형선박용 해양 조사장비 투입 및 인양장치 김용권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관측장비 회수장치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29 2008-06-11 10-1756769 서열번호 1의 살조활성 단백질분해효소, 이를 코딩하는 유전
자 및 이를포함하는 살조제제 김상진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살조 효소 O 실용화단계 전략특허

30 2016-04-19 10-1720758 수중 커넥팅 구조의 조류발전기 고진환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조류발전기 전기커넥팅 O 실용화단계 보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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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패키징 개수

해양장비
(8개)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6

2

해양생물
(5개) 원천기반

단백질체 3

유전체 1

미생물 1

선박/플랜트
(4개)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1

선박방오도료 1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운용 1

기초구조 1

해양에너지
(4개)

조력조류 발전설비 3

파력풍력 보호설비 1

해양신소재
(4개) 바이오의약

항암 3

면역질환 1

해양환경
(2개)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검출/진단 1

해양환경정보 기상관측/예보 1

정보처리/콘텐츠
(2개)

디지털콘텐츠 가상현실/인공지능 1

영상/데이터처리 데이터처리/모델링 1

해안/항만
(1개) 항만시설/공간활용 연안공간활용/보존 1

※ 패키징 대표건을 대상으로 현황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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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주발명자 현황

- 고진환(4개), 이정현(4개), 심재설(2개) 발명자의 기술 다수 포함

• 주요 소속부서 현황

-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및 연안개발연구센터 상위권 형성

- 이어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 남해연구소,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등이 뒤를 이음

< 주요 주발명자 현황 > < 주요 소속부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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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내용 설명

기초연구단계 추가R&D 필요한 단계

(TRL 1~3 단계)

시제품단계 개발기술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단계

(TRL 4~6 단계)

실용화단계 상용화단계 / 기술홍보필요

(TRL 7~9 단계)

< 기술수준의 정의 및 TRL 단계와의 관계>

< 기술수준별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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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패키징 대표건 명칭)

전체 발명자 (최초기재자 주발명자)

기술분류 / 기술수준(수행기관 자체평가)

기술요지 / 정량평가 등급

패키징 특허

정성평가 및 평가점수

선정이유 (종합 comments)

• 선정된 30개 패키징에 대한 기술후보 선정평가표 작성

46

우수기술(유망특허) 확정

LAB 인터뷰

(대면 or 서면 or 유선)

KIOST 의견 반영

(발명자 의견 반영)

우수기술(유망특허) 확정

(최종 TRL 단계 확정)

 발명자 의견을 반영

- 사업화 반드시 필요한

우수기술(유망특허) 선별

우수기술(유망특허) 사업화 자
료 작성

기초연구단계

시제품단계

기술소개서 작성(1장)
기술설명회 활용

후속 연구개발시 활용

기술설명회 활용

수요기업 발굴

실용화단계

SMK + 수요기업LIST

(4~5장)
관련도 높은 수요기업

타겟 마케팅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화현황 파악 및 우수기술(유망특허) 확정을 위한 발명자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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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면담자
김용권 오후

  (13:30~14:20)

28 2012-10-15 10-1419782 해양용 강제 회수장치 051-664-3707

28 2012-05-22 10-1396578 소형선박용 해양 조사장비 투입 및 인
양장치

010-5336-9584

최복경

051-664-3660

010-5021-4920

원덕희

051-664-3565

010-9173-6968

23 2015-07-01 10-1559491 표류 부이 송규민

23 2016-04-07 10-1675431 관측 수심 조절이 가능한 해류 관측용
표류 부이

051-664-3093

23 2016-06-02 10-1682535 표층수 흐름을 관측하는 표류부이 010-3573-4968

박요섭

051-664-3647

010-8614-0072

임학수

051-664-3696

010-3429-1158

염승식

055-639-8540

9 2016-06-08 10-1693285 트리클로산 노출에 대응하는 히드라 유
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

010-5756-8633 7월 31일 오후(유선)

김충곤

051-664-3325

010-9272-3403

29 2008-06-11 10-1756769 서열번호 1의 살조활성 단백질분해효
소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및 이를포함

김상진 강성균 오전

1 2013-01-02 10-1416097 롱 PCR이 가능한 DNA 중합효소 및 그
의 유전자

이정현   (10:00~

3 2015-05-22 10-1684489 신규한 프로모터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이정현 051-664-3372

11 2013-11-13 10-1534483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WTC155T 균
주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방법

이정현  

11 2013-11-13 10-1580488 써모코커스 온누리누스 MC02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방법

이정현 010-4783-2495

11 2012-06-19 10-1401603 수소생산능이 증가된 써모코코스 온누
리우스 엔에이원 돌연변이 균주 및 이

이정현

11 2013-03-28 10-1736485 포름산염으로부터 수소생산능이 증가
된 써모코코스 돌연변이체 및 이를 이

이정현

12 2013-12-26 10-1736484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Ｔｈｅｒｍｏｃｃｕｓ ｓｐ

이정현

12 2013-12-26 10-1736482 개미산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Ｔｈｅｒｍｏｃｃｕｓ ｓｐｐ

이정현

오전
(9:20~9:50)

8월 1일

21 2015-12-14 10-1661757
염지하수를 포함하는 알레르기성 또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8월 1일

오후
(17:30~18:00)

9 2016-02-24 10-1759542
디클로페낙 노출에 대응하는 히드라 유
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
염 진단 방법

7월 31일 오후(유선)

19 2015-10-12 10-1710613 수중익을 설치한 수중드론을 이용한 실
시간 파랑-유속 관측방법

7월 31일

7월 31일
오후

(16:00~17:00)

26 2012-01-12 10-1223551 해양의 수직 구조 연속 연직 관측을 위
한 수중 측정장치

7월 31일
오후

(17:00~17:30)

오후
(14:30~15:00)

7 2015-02-27 10-1576799 풍력터빈의 지지구조물에서의 피로수
명을 평가하는 장치 및 그 방법

이진학 7월 31일
오후

(15:10~15:40)

25 2016-01-27 10-1779376 드론을 이용한 다중 해양 관측 시스템 7월 31일

면담시간

28 2012-09-10 10-1387153 해저관측장비용 회수장치

7월 31일

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발명명칭 주발명자 면담일
이종석

051-664-3342

010-7182-6229

심재설

051-664-3690

24 2014-12-16 10-1673473 해안침식 2중 방지형 해안 구조물 010-2780-6344

2 2015-05-06 10-1718514 방오 도료용 양친매성 하이드로젤 입자
및 그 제조방법

고진환 김지훈 오후

16 2012-07-26 10-1352417 발전 장치 고진환   (14:30~

16 2013-09-30 10-1493259 다중 반복승강식 발전장치 고진환 054-240-3514

18 2014-07-21 10-1653373 저수심 수력발전용 듀얼터빈 조립체 고진환 010-9347-4096

30 2016-04-19 10-1720758 수중 커넥팅 구조의 조류발전기 고진환

유옥환

051-664-3291

010-9571-0114

이준호

051-664-3416

010-3262-0780

양현

051-664-3044

010-4243-3227

17 2013-11-01 10-1466113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효율 전기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신경순 불참(휴가) 추후유선

17 2014-11-19 10-1563179 담수, 해수 살균처리가 가능한 비전수
통과방식 전기분해선박평형수 처리방

신경순 불참(휴가) 추후유선

17 2015-10-26 10-1757766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효율 오존분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신경순 불참(휴가) 추후유선

5 2014-11-10 10-1642951 ＧIＳ 기반 실시간 지진피해 예측 방법 박우선 추후유선

27 2013-05-07 10-1468168 별도의 계류라인을 사용하지 않은 부이
를 이용한 수중관측자료 실시간 전송방

김선정 추후유선

정의영(동해)

054-780-5335

010-5362-9121

22 2008-09-30 10-1041282 해상 구조물의 시공방법 이광수 추후유선

이정현

010-6283-4908

이연주

010-4393-4934
추후유선

(대체면담: 임형
순)

13 2011-11-22 10-1350891
폴리아세틸렌 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페
트로시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
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

추후유선(희망)

6 2015-07-29 10-1813324 혈관신생에 관련된 인간 FGF11의 용도 이세원 5시이후 가능

4 2015-10-20 10-1804184
드론을 이용한 연안지형 조사장치(하이
드로 드론을 이용한 무인 해빈지형 조
사장치)

박준용

추후유선(희망)

15 2015-06-04 10-1713928 해양정보분석장치 및 그 동작 방법
국외출장 7/29까

지
추후유선

20 2016-05-10 10-1736496 드론을 이용한 연안 퇴적물 시료 채취
장치

8월 2일

오후
(13:50~14:20)

8월 1일

8 2016-08-03 10-1784172 해양생물 3D 모델링 및 가상체험 콘텐
츠의 제작 시스템 및 방법

8월 2일 추후유선(희망)

14 2012-11-28 10-1493917 기능복합형 해상풍력발전 시설물
8월 1일

10 2012-10-15 10-1420613
신규한 스트렙토클로린 유도체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8월 1일
오후

(13: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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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LAB) 인터뷰
중점 체크리스트

보유기술의 차별성/우수성

기술사업화 현황 및 TRL 수준

보유기술 분야의 시장성

예상 수요기업

기타 연구개발 관련 특이사항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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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준비도에 따른 사업화 전략>

① TRL 1~3단계
(기초연구단계)

② TRL 4~6단계
(시제품 단계)

사업화까지 장기 소요

사업화까지 단기 소요

후속 R&D 진행 후 사업화 도모
(IP 고도화 전략 수립)

기술 신뢰성 확보
사업화를 위한 수요기업 발굴

③ TRL 7~9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진행 중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도모

①

②

③

• 보유 특허 연구진과의 LAB 

인터뷰를 통하여 기술 수

준에 대한 확인

• 기술 수준별 활용 전략

도출 (기술마케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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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기술명 주발명자 특이사항
10-1416097 DNA 중합효소 및 유전자 이정현 바이오니아 테스트 진행한 바 있음

10-1718514 선박용 방오도료 고진환

강남제비스코 사와 공동 연구 진행하였으나, 연계 과제가 선정되지 않아 진행 중단
남해연구소에서 실증 실험 중에 있음 (부산 특구 사업, 미완료)
KCC에서는 자체 개발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방오 도료의 경우 악조노벨(네덜란드) 사가 전 세계 시장을 70% 정도 장악하고 있으나, 유해성 물질 논란 있음

10-1576799
풍력터빈지지구조물의 피

로수명 평가 장치
이진학

풍력 발전 타워에서 실증 테스트 진행
이어도 적용 / 울돌목 조류 발전 구조물 적용 사례 존재
가속도계, 변형률계, 경사계를 시공 후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여 실시간 통신 진행하는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 있음

10-1420613
스트렙토클로린 유도체
포함 암 예방/치료제

이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 연구 진행

10-1493917 해상풍력발전 시설 심재설 노르웨이/중국 등에서 관심도 높음

10-1352417 반복승강식 조류발전장치 고진환
에기평 과제 진행 / 울돌목에서 실증 실험 진행 완료
조류-양수 하이브리드 발전 연구 진행중(필스 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ODA 업체 고려 가능

10-1661757
염지하수 포함 피부치료

용 조성물
김충곤 염지하수 화장품 관련 기업 있음

10-1559491 해수면 관측장치 송규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가능
- 해양 쓰레기 이동, 수색 구조, 모자반 거동 특성, 원자력 발전소 배수 특성, 적조 거동 특성 등
예상 수요기업 : 오트로닉스, 오션 테크 등의 해양 업체

10-1675431 해수면 관측장치 송규민
KIOST 실용화 과제 진행 (KIOST 로부터 5000만원 지원)
해양/수질 관측 기업인 알앤에스(R&S) 사와 공동으로 상기 과제 진행 중임
수온 기타 다른 센서를 구비한 제품 개발 중에 있음

10-1673473 해안 침식방지 구조물 심재설 해조류 착생 어초 관련 추가 연구 진행 중

10-1779376 해양 관측 드론 최복경

드론에서 센서 투하하는 컨셉은 국내 최초
수온센서는 XBT(11만원 수준) 사용 / 해류 센서 개발 필요
예상 수요기업 : 소나테크(해양대 벤처기업), 기타 해군 해경 등에 납품기업, 

수산과학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수요도 존재

10-1223551 해양 수직구조 관측 박요섭
군용 방산 기업(LIG) 등 참여 가능
일본 니케이, 미국 매카튼 등의 연구 기관
향후 조류발전, 온도차 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등으로 확장 연구 개발 고려

10-1387153 해양관측장비 회수장치 김용권
총 3개 특허가 관측 다이 제품에 적용됨 (KR1387153 / KR1316107 / KR1328038)
일반 제품 대비 회수율이 개선됨(일반 제품은 뻘에 의해 잡혀서 회수가 잘 안됨) 
수요기업 : 연근해 해양 조사 기관/관측회사

10-1756769 살조 효소 김상진 말레이시아 새우 팜과 MOU 체결한 바 있음

기술수준 상이

 기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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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유망특허) 확정

LAB 인터뷰

(대면 or 서면 or 유선)

KIOST 의견 반영

(발명자 의견 반영)

우수기술(유망특허) 확정

(최종 기술수준 확정)

 발명자 의견을 반영

- 사업화 반드시 필요한

우수기술(유망특허) 선별변동사항
(우수기술(유망특허) 후보군 대

비)

총 단위기술 개수 증가 30개  31개

• 송규민 박사님 “표류 부이”건(#23)  2건으로 분리

- 시제품제작 수준의 기술

- 실용화과제 진행 중인 건으로 구분

연구개발 진행 현황에 따른

기술수준 조정

기초연구단계 : 15개  18개

시제품단계 : 13개  11개

실용화단계 : 2개  2개

(총 31개 / 42건)

• 발명자(LAB) 인터뷰 결과를 반영

- 실제 연구개발 진행 현황을 반영하여,

컨셉 수준의 아이디어 기술 / 시제품 제작 및 검증 단

계에 있는 기술 / 실용화 준비 단계에 있는 기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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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번호

서지사항 기술분류 패키징
기술수준

(인터뷰 전)
기술수준

(인터뷰 후) 진단등급
출원일자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주발명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키워드 대표건

1 2013-01-02 10-1416097 롱 PCR이 가능한 DNA 중합효소 및 그의 유전자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DNA 중합효소 및
유전자

O 기초연구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 2015-05-06 10-1718514
방오 도료용 양친매성 하이드로젤 입자 및 그 제
조방법

고진환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방오도료 선박용 방오도료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3 2015-05-22 10-1684489 신규한 프로모터 및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유전체
신규 프로모터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4 2015-10-20 10-1804184
드론을 이용한 연안지형 조사장치(하이드로 드론
을 이용한 무인 해빈지형 조사장치)

박준용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앙탐사장비 연안조사 드론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5 2014-11-10 10-1642951 ＧIＳ 기반 실시간 지진피해 예측 방법 박우선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기상 관측/예보 지진피해 예측 O 기초연구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6 2015-07-29 10-1813324 혈관신생에 관련된 인간 FGF11의 용도 이세원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특이적 유전자를 이용
한 암 진단용 조성물
및 키트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7 2015-02-27 10-1576799
풍력터빈의 지지구조물에서의 피로수명을 평가
하는 장치 및 그 방법

이진학 해양에너지 파력풍력 보호설비
풍력터빈지지구조물의
피로수명 평가 장치

O 기초연구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8 2016-08-03 10-1784172
해양생물 3D 모델링 및 가상체험 콘텐츠의 제작
시스템 및 방법

유옥환
정보처리/콘

텐츠
디지털콘텐츠

가상현실/
인공지능

해양생물 모델링 및 가
상체험 콘텐츠

O 기초연구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9 2016-02-24 10-1759542
디클로페낙 노출에 대응하는 히드라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수생태계 환경오염 진단 방법

염승식 해양환경 해양환경오염
오염물질 검출/

진단
히드라 유전자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0 2012-10-15 10-1420613
신규한 스트렙토클로린 유도체 및 이를 유효성분
으로 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이종석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스트렙토클로린 유도
체 포함 암 예방/치료
제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1 2012-06-19 10-1401603
수소생산능이 증가된 써모코코스 온누리우스 엔
에이원 돌연변이 균주 및 이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미생물
써모코코스 돌연변이
체 및 이를 이용한 수
소생산

O 기초연구단계 실용화단계 보유특허

12 2013-12-26 10-1736484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Ｔｈｅｒｍｏｃｃｕｓ ｓｐｐ．로부터 분리된
신규한 수소화효소,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그 유전자를 갖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
산하는 방법

이정현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써모코커스균주 활용
한 수소생산방법

O 기초연구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13 2011-11-22 10-1350891
폴리아세틸렌 화합물 또는 해면동물 페트로시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성물

이연주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항암
페트로시아 추출물 포
함 암 예방/치료 조성
물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14 2012-11-28 10-1493917 기능복합형 해상풍력발전 시설물 심재설 선박/플랜트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운용 해상풍력발전 시설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전략특허

15 2015-06-04 10-1713928 해양정보분석장치 및 그 동작 방법 양현
정보처리/콘

텐츠
영상/데이터처

리
데이터처리/

모델링
해양정보 분석 O 기초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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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번호

서지사항 기술분류 패키징
기술수준

(인터뷰 전)
기술수준

(인터뷰 후) 진단등급
출원일자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주발명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키워드 대표건

16 2012-07-26 10-1352417 발전 장치 고진환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반복승강식 조류
발전장치

O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17 2013-11-01 10-1466113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고효율 전기분해 선박평형
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신경순 선박/플랜트 선박공학 선박평형수처리 선박 평형수 처리 O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전략특허

18 2014-07-21 10-1653373 저수심 수력발전용 듀얼터빈 조립체 고진환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수력발전용 듀얼
터빈

O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19 2015-10-12 10-1710613
수중익을 설치한 수중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파랑
-유속 관측방법

임학수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앙탐사장비
수중드론 이용한
관측기술

O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20 2016-05-10 10-1736496 드론을 이용한 연안 퇴적물 시료 채취장치 이준호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연안 퇴적물
시료채취 드론

O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1 2015-12-14 10-1661757
염지하수를 포함하는 알레르기성 또는 아토피 피
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김충곤 해양신소재 바이오의약 면역질환
염지하수 포함 피
부치료용 조성물

O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22 2008-09-30 10-1041282 해상 구조물의 시공방법 이광수 선박/플랜트 해양플랜트 기초구조 해상구조물 시공 O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23 2015-07-01 10-1559491 표류 부이 송규민 해양장비 해양환경정보 해수환경측정 해수면 관측장치 O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전략특허

24 2016-04-07 10-1675431 관측 수심 조절이 가능한 해류 관측용 표류 부이 송규민 해양환경 해양환경정보 해수환경측정 해수면 관측장치 O 시제품단계 실용화단계 전략특허

25 2014-12-16 10-1673473 해안침식 2중 방지형 해안 구조물 심재설 해안/항만
항만시설/공간

활용
연안공간활용/

보존
해안 침식방지
구조물

O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26 2016-01-27 10-1779376 드론을 이용한 다중 해양 관측 시스템 최복경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 관측 드론 O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27 2012-01-12 10-1223551
해양의 수직 구조 연속 연직 관측을 위한 수중 측
정장치

박요섭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 수직구조 관
측

O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전략특허

28 2013-05-07 10-1468168
별도의 계류라인을 사용하지 않은 부이를 이용한
수중관측자료 실시간 전송방법 및 그 장치

김선정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관측 부이 O 시제품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29 2012-09-10 10-1387153 해저관측장비용 회수장치 김용권 해양장비 해양시설장비 해양탐사장비
해양관측장비 회수
장치

O 시제품단계 시제품단계 보유특허

30 2008-06-11 10-1756769
서열번호 1의 살조활성 단백질분해효소, 이를 코
딩하는 유전자 및 이를포함하는 살조제제

김상진 해양생물 원천기반 단백질체 살조 효소 O 실용화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31 2016-04-19 10-1720758 수중 커넥팅 구조의 조류발전기 고진환 해양에너지 조력조류 발전설비
조류발전기 전기
커넥팅

O 실용화단계 기초연구단계 보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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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유망특허) 활용 방향
도출

기초연구단계

(21건)

시제품단계

(16건)

기술소개서 작성
후속 연구개발시 활용

기술설명회/MASS 마케팅 활용

SMK(수요기업List 포함) 작성

- 기술개요 및 특장점

- 관련 시장동향

- 예상 수요기업 리스트

- 발명자 정보 등 포함
실용화단계

(5개)

추가 연구개발시 활용

관련도 높은 수요기업 발굴

상용화 과제 진행시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 우수기술(유망특허)의 기술수준별 특성을 반영한 활용자료 도출

• 기술홍보자료를 활용한 기술수준별 사업화 방향 제시

온/오프라인 홍보

타겟 마케팅 실시

후속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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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서]

• 대상 : 기초연구단계 18건

• 포함내용 :

- 기술설명 위주의 1 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

- 기술의 특장점을 중심으로, 관련특허, 시장성, 

잠재 수요자 등을 정리

[활용방안]

• 기술설명회 참석시 기술소개자료로 활용

• 기술의 매스마케팅시 배포 자료로 활용 (이메일 등)

• 기타 관심 표명 기업에 대한 안내자료 등으로 활용

58

기술수준 표기

기술요약, 배경, 

유용성 설명
기술이 갖는

특징 구성 기재

종래기술 대비

우수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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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경쟁사

동향 기재

해당 기술분야

시장동향 기재

수요기업 발굴

결과 기재

연구자 정보

연구자의

관련 논문 기재

연구자의

관련 특허 기재

사업화 문의처

60

시제품단계 11개

실용화단계 2개

총 13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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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Tech-Tree 구축 • 대분류: 11개/ 중분류: 22개/ 소분류: 56개 • 보유기술기반Bottom-up 방식구축

•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반Top-down 방식구축

정량평가수행 • 전략특허40건/ 보유특허285건

• 포기후보특허94건

• KISTA 특허진단등급활용

• 전략특허및보유특허우수기술(유망특허)

선정시반영

정성평가수행 • 우수기술(유망특허)후보선별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평가(전문가진단기준표)

• 동일주발명자유사기술패키징수행

우수기술(유망특허)
도출

• 우수기술(유망특허)31개(42건) 도출 • 정량평가및정성평가결과종합

• 시장전망유망기술우선선별

발명자(LAB) 인터뷰 • 발명자23명인터뷰 • KIOST 본원(부산), 1박2일

• 기술특장점, 사업화현황및기술수준확인

기술수준확정및
활용자료도출

• 기초연구단계18개/ 시제품단계11개/ 

실용화단계2개(총31개)

• 기초연구단계(18개) 기술설명서작성

• 시제품단계11개/ 실용화단계2개SMK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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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확보
• 컨셉 수준의 아이디어 보유
• 후속R&D 필요

- 기술소개서 활용한 홍보 (기술설명회 등)

- 공동 R&D 기업 발굴 통한 사업화 전제 협업

- 공공부문 후속 R&D 지원과제 신청

<기술소개서>

• 시제품 제작 및 실험 통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술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
필요

• 실제 적용환경 테스트 및 평가
• 기술홍보 필요
• 추가 수요기업 매칭 필요

현 황 사업화 전략

<SMK>

- SMK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 기 발굴 수요기업 타겟 마케팅 실시

-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 SMK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 기 발굴 수요기업 타겟 마케팅 실시

- 기술패키징 및 후속 아이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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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1-0
기술의 명칭 다양한 플라스틱 보강재에 몰탈 주입을 통한 

강성이 작은 파이프 보강 방법

2018년 02월 07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KIOST 기술사업화팀 권리성/기술성 변리사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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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1-0

발명의 명칭 다양한 플라스틱 보강재에 몰탈 주입을 통한 강성이 작은 파이프 보강 방법
기술 분야 기계분야(해양공학)

대표 발명자 원덕희
평가일자 2018.02.07.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9점(만점: 10)
기술의 속성(T2) 7점(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8점(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7점(만점: 10)
권리의 강도(T5) 7.5점(만점: 10)

총계 38.5점(만점: 50)
※ A등급(50~41점), B등급(40~31점), C등급(30~21점), D등급(20점이하)

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기존에 존재하는 배관에 리브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배관의 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써,  실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특허청구항 작성 방향 제시(아래의 특징은 청구항에 작성부탁드립니다.)
   - 배관에 부착되는 리브의 내부에 빈 공간을 가지고, 빈 공간 내에 몰탈의 주입된 구조 

및 방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독립항들을 작성(해당 구조가 선행기술에 없음)
   - 배관에 접촉하는 리브의 부분 내에 철사 등을 삽입하여, 리브의 형상이 배관에 부착

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리브의 자유도를 높이는 특징을 종속항으로 작성
   - 리브는 배관의 내측면 또는 외측면에 부착될 수 있는 특징을 종속항으로 작성
   
2) 종합의견

 ● 출원 가능성이 우수하며, 상용화 및 시장성도 우수
 ● 기존에 존재하는 배관에 부착할 수 있어, 시정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포트폴리오 구상 시, 기존 특허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11
발명의 명칭

해수 산성화에 대응하는 말레이해파리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파리류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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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11

발명의 명칭 해수 산성화에 대응하는 말레이해파리(Sanderia malayensis)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파리류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

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대표 발명자 염승식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40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37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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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선행문헌1의 보름달 물해파리와 본 발명의 말레이해파리의 유전자 구조는 크게 다른 유
전자이기에 등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시장성

- 선행문헌1은 KIOST 등록 특허이기에, 선행문헌1과 함께 기술 이전 등의 활용화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양환경을 확인하는데 활용될 예정이고, 특허 사
업화를 위해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한 키트화 등의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조사된 선행문헌들과 본 발명의 차이점이 명확한 바,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본 발명이 등록될 경우, 선행기술1과 함께 사업화 전략을 세우면서, 사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사용을 위한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12
발명의 명칭 피스톤 코어러 배럴 이송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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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12

발명의 명칭 피스톤 코어러 배럴 이송 장치
기술 분야 기계

대표 발명자 신동천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36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35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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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발명의 핵심에 대한 부분은 주지 관용 기술임. 따라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
정시 권리범위가 좁아지더라도 심해 토양 채취 장치의 전체 구성을 청구항에 추가하
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2) 시장성

  - 심해용 토양 채취를 위한 것으로 시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3) 종합의견

-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시 권리범위가 좁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 
분야가 연구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13
발명의 명칭 피스톤 코어러 라이너 유압식 사출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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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13

발명의 명칭 피스톤 코어러 라이너 유압식 사출 장치
기술 분야 기계

대표 발명자 신동천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36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35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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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발명의 핵심에 대한 부분은 주지 관용 기술임. 따라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
시 권리범위가 좁아지더라도 심해 토양 채취 장치의 전체 구성을 청구항에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2) 시장성

 - 심해용 토양 채취를 위한 것으로 시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3) 종합의견

-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시 권리범위가 좁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 
분야가 연구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16
발명의 명칭 다중 퇴적물 트랩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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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16

발명의 명칭 다중 퇴적물 트랩
기술 분야 기계

대표 발명자 김형직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40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34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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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종래의 기술에 짐벌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선행기술고의 차이점이 명확하고, 조사된 선
행문헌들로부터 차별성이 있어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시장성

 - 연구 장비로서, 시장규모가 제한적임. 퇴적물 포집 구성에 대해 국내에는 관련 업체가 
없고, 전세계적으로 McLane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특허가 
등록된다면 McLane으로 기술이전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함

3) 종합의견

 - 종래기술과의 차별성이 명확하기에, 등록가능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관
련 제품 제조사인 McLane으로 기술이전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17
발명의 명칭

외과적으로 유발된 Rat 골관절염 모델에서 
Diclofenac sodium의 골관절염 개선 활성에 

미치는 제주용암해수 입욕 효과 확인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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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17

발명의 명칭 외과적으로 유발된 Rat 골관절염 모델에서 Diclofenac sodium의 
골관절염 개선 활성에 미치는 제주용암해수 입욕 효과 확인

기술 분야 바이오
대표 발명자 김충곤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만점: 10)

총계 41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42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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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제주용암해수의 성분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주용암해수는 
다른 해수와 비교하여 아연, 망간 등의 성분이 높아서 골관절염 효능이 좋기에 해당 부
분에 대한 권리범위화가 필요함

 - 농축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추후 등록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 명세서에 농축물에 대한 DATA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성

 -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본 발명의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약물로써의 상용화에는 많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입욕제 조성물로의 사업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3) 종합의견

 - 권리화시 제주용암해수의 성분을 반드시 특정하여 청구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입욕제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술의 장점을 발명의 명칭에 반영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18
발명의 명칭 수중 원격 무인시스템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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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18

발명의 명칭 수중 원격 무인시스템
기술 분야 기계분야

대표 발명자 장인성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37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36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 2 -

※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현재 상용화 중인 제품(원격무인장치)을 VR을 적용하여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발명의 
특징으로 파악되기에, 등록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많이 좁혀야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성

 - 학생 교육용, 체험 등의 시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종합의견

 - VR헤드 마운트와 연계하여 ROV기술로, 주요 특징만으로는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됨. 
따라서, 추후 보정 등을 통해 권리범위를 좁게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IP전
략을 세울것이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21
발명의 명칭 조류 다중불포화 지방산, 천연색소 및 미네랄이 

함유된 오일 제조방법, 조성물 및 그의 용도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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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21

발명의 명칭 조류 다중불포화 지방산, 천연색소 및 미네랄이 함유된 오일 제조방법, 
조성물 및 그의 용도

기술 분야 바이오
대표 발명자 강도형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39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42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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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액체성 지방의 제조 방법, 물질에 대한 청구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물질 청구항의 경우, 수치 한정 발명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DATA를 명세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성
 - 원천 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항후 성능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단 관련 건으로 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기업들이 매칭된 상태이기에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속 특허들과 함께 기술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프리미엄 식용유, 건강기능 식품 등에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주

시하고 있는 기술임

3) 종합의견

 -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DATA를 명세서에 추가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이 필요함.
 -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이고, 본 출원 후 다양한 용도에 대하여 별개로 기술이전될 가능성이 

있기에 별개의 용도에 대한 특허로 양도를 할 것인지 본출원에 대한 통산실시권을 각
각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사업화 전략이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20
발명의 명칭 강알칼리전해수를 이용한 미세조류 응집방법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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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20

발명의 명칭 강알칼리전해수를 이용한 미세조류 응집방법
기술 분야 바이오

대표 발명자 강도형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40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41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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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의 특징은 “강알칼리성 전해수”에 있기에 해당부분을 부각하면서 명세서 작성이 
필요함. 또한, 강알칼리 전해수는 9~20%에서 가장 높은 효율이 발생하기에 수치 한정을 
통해서라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당 DATA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발명의 명칭을 통해 해당 기술이 직감될 수 있도록 발명의 명칭을 정할 것이 필요함.

2) 시장성

 - 강알칼리전해수는 광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양식장의 해수 살균 분야에 적용될 
경우, 시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기업과 함께 기술 개발에 진행 중이기에 추후 기술이전 가능성도 높음

3) 종합의견

 - 현재 가출원이 진행된 상태이고, 본 출원 진행시 “강알칼리성 전해수”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명세서에 기재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Scale up 후 기술 검증 등을 통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34
발명의 명칭 천일염을 이용한 고온성 고세균 배양용 배지 

조성물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6월 08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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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34

발명의 명칭 천일염을 이용한 고온성 고세균 배양용 배지 조성물

기술 분야 생명과학약학분야

적용 제품 바이오 수소 생산

대표 발명자 강성균

평가일자 2018.06.08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7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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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해당 발명은 고온성 고세균 배양용 배지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발명자의 기존 특허들과 유사함.

 ○ 해당 발명이 등록될 경우, 발명자의 기존 특허와의 포트폴리오 작성이 필요해 보임. 

2) 시장성

  ○ 수소차 상용화 등과 함께 수소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 발명의 수소 생산 
방법은 친환경적인 바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사료됨.

  ○ 발명자의 기존 특허의 경우, 현재 기술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해당 발명이 기존 발
명대비 효능이 우수하다는 기술적 검증이 될 때,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발명자의 기존 특허와 해당 발명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발명
과의 수소 생산의 우수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35
발명의 명칭 해저면 퇴적물층 분석을 위한 이미지 프로파일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링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5월 18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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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35

발명의 명칭 해저면 퇴적물층 분석을 위한 이미지 프로파일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링 장치

기술 분야 기계분야

적용 제품 해저 퇴적물 분석 장치

대표 발명자 이재성

평가일자 2018.05.18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0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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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국문명세서 초안을 보면, 권리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음. 예를 들면 , 투명 유리판의 
구성을 기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구성을 독립항에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발명의 핵
심 특징만을 독립항에 기재하여,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발명은, 해저 퇴적물을 분석하는 장치로써, 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기구적
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시장성

  ○ 해당 발명은, 해저 퇴적물을 분석하는 장치로써, 수요처는 해저 퇴적물을 채취, 분석
하는 연구소 등으로 파악됨, 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시장이 작아 시장성이 낮
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독립항에 불필요한 구성을 제거하여,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저 퇴적
물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 분야를 개척하여 시장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36
발명의 명칭 주상퇴적물 수동채취 보조기구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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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36

발명의 명칭 주상퇴적물 수동채취 보조기구

기술 분야 기계분야

적용 제품 퇴적물 채취 장치

대표 발명자 최재웅

평가일자 2018.06.11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5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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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라이너를 이용한 채취기(수동 코어방식)에서 진공펌프를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견인줄

을 연결하는 구조 등의 차별성이 있는바, 어느 정도의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시장성

○ 해저 퇴적물의 수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퇴적물 채취기로서, 이러한

퇴적물 채취기 기술의 개발은 활발히 진행중 임. 채취기 기술 시장은 점차 크게 형성

되어 가고 있으나. 연구소 등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서, 수요처의 다변화가 필요함.

3) 종합의견

 ○ 본 발명의 경우, 선행문헌과의 기술적 차별성이 있어, 등록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수요 시장이 작아서, 사업성은 낮다고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37
발명의 명칭 수층 조사장비 보조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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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37

발명의 명칭 수층 조사장비 보조장치

기술 분야 기계분야

적용 제품 수층 조사장비

대표 발명자 최재웅

평가일자 2018.06.11.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C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1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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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해당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아이디어는 공지된 
기술임

 ○ 추가적은 구성을 부가하여 출원 진행하였으나, 등록 가능성은 낮거나 기술 개발 방향
과 다른 청구항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음

2) 시장성

 ○ 해당 기술의 경우, 선박 하역이나, 해양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시
장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기술의 개발 정도가 낮으며, 발명자의 핵심 아이디어는 공지
된 기술인바, 등록 청구항의 경우 시장성이 낮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발명자의 핵심기술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고,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구성 부가는 발명
자의 의도와는 멀어보여, 추후 기술이전이 되는 경우, 기술 개발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38
발명의 명칭 전극 수밀 및 전기적 연결/분해, 과충/과방 방지, 

결함체크를 위한 해수배터리 제작 기법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6월 13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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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38

발명의 명칭 전극 수밀 및 전기적 연결/분해, 과충/과방 방지, 결함체크를 
위한 해수배터리 제작 기법

기술 분야 전기전자분야/기계분야

적용 제품 해수 배터리

대표 발명자 백승재

평가일자 2018.06.13.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1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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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해당발명의 경우, 해수 전지 분야의 주변 기술에 관한 것으로써, 선행문헌이 다수 존재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 조사된 선행문헌을 검토할 결과, 커넥터로 주변 전지 셀들을 연결하는 기술, 수밀 구조 
기술, 결함체크 기술 등을 병합할 경우,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해당 기술은 7월12일에 발표될 예정이기에, 7월12일 전에 출원될 필요가 있음. 

2) 시장성

 ○ 해당 기술은 해수 전지의 주변 기술로써, 시제품을 제작하고 연구실에서 기본 성능을 
평가한 기술임(TRL3)

 ○ 해수 전지 기술은 UST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ESS(Energy Storage System)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은 해수 전지의 주변 기술로써, 시장성이 우수하며, 커넥터로 주변 전지 셀들
을 연결하는 기술, 수밀 구조 기술, 결함체크 기술 등을 병합할 경우, 특허성도 우수하
다고 사료됨.

 ○ 다만, 7월12일에 발표 전에 출원이 완료될 필요가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39
발명의 명칭 해수배터리와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위한 무전원 

부착생물 방지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6월 13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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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39

발명의 명칭 해수배터리와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위한 무전원 부착생물 방지 장치

기술 분야 기계분야

적용 제품 해수 배터리

대표 발명자 백승재

평가일자 2018.06.13.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2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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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해당발명의 경우, 해수 전지 분야의 주변 기술에 관한 것으로써, 선행문헌이 다수 존재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 조사된 선행문헌을 검토할 결과, 해수의 조력을 이용하여 해수 전지의 불순물을 제거
하는 구조는 특이한 구조로써,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2) 시장성

 ○ 해당 기술은 해수 전지의 주변 기술로써, 시제품을 제작을 진행하려는 단계임(TRL2)
 ○ 해수 전지 기술은 UST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ESS(Energy Storage System)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은 해수의 조력을 이용하여 해수 전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특허가능성이 높고, 시장성도 우수하다고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42
발명의 명칭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용 

지자기드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지뢰탐사 방법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07월 19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KIOST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귀중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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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42

발명의 명칭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용 지자기드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지뢰탐사 방법

기술 분야 기계 분야
대표 발명자 이정한

평가일자 2018.07.19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C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8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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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발명의 핵심은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지뢰를 탐지할 수 있

도록 구성되는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용 지자기 드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지뢰탐사방법에 관한 것이 특징임.

- 선행문헌 1에는 드론과 같은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하여 측정된 3차원 자력데이터를 휴대
단말기로 전송하여 분석하는 것에 의해 지층의 자화 이상체를 탐지하는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문헌 2에는 드론에 설치된 자기장센서를 이용하여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
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본 발명은 멀티콥터 비행체가 라이다(LiDAR) 모듈을 더 포함하고, 육상 관제시스템을 통
해 지뢰를 탐지하는 점에서 선행문헌 1에 제시된 멀티콥터 비행체와 휴대단말기 및 선행
문헌 2에 제시된 탐지드론과 제거드론의 구성과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만으로는 
심사관에 의해 종래기술의 단순결합이나 설계변경으로 간주되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발명을 보완한 후 출원하거나 현 진행을 포기하고 개량발명을 출원진행할 것이 
필요함. 

2) 시장성
 - 현재 본 발명의 시제품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임.
 - 남북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고, DMZ지역에 지뢰제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추후 시장성이 우수함.
 - 현재 방위산업 관련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해당 기술을 기술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특허 등록을 위해 권리성을 고려하여 출원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종합의견
 - 본 발명을 보완하여 출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본 발명은 현재 시제품 제작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이고, 지뢰제거에 대한 수요가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장성은 우수하다고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43
발명의 명칭 신물질 스트렙토글리세라이드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개선 소재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06월 27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KIOST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귀중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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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43

발명의 명칭 신물질 스트렙토글리세라이드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개선 소재
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대표 발명자 신희재
평가일자 2018.06.27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0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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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발명은 해양 미생물 Streptomyces로 분리한 화합물 1 내지 4 및 상기 화합물의 뇌질
환 치료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것임.

-

- 선행기술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행문헌 1 및 2에는 본 발명의 화합물과 구조가 유사한 화합
물이 개시되어 있으나, 화합물의 경우 일부 구조적 차이로 화합물 전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상이할 수 있으며, 선행문헌들에는 신경 세포의 염증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개시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들 문헌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본 발명의 화합물 1 내지 4에서 공통되는 부분의 구조를 중심으로 화학식을 일반화하여, 
더 넓은 권리 범위 확보를 도모해 볼 수 있음

2) 시장성
 - 화합물 1 내지 3은 신경 세포의 염증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

합물 4는 신경 세포의 염증 억제 효과가 우수하지만, 동시에 강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약점이 있음.

 - 따라서, 해당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지만, 시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됨

3) 종합의견
 - 본 발명은 신규 화합물 구조를 권리화하는 것으로 특허등록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하지만, 신규 화합물 구조들에 대한 효과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보임. 따라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49
발명의 명칭 해양미세프라스틱 및 부유오염물질 

대량포집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08월 0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KIOST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귀중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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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49

발명의 명칭 해양미세프라스틱 및 부유오염물질 대량포집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
기술 분야 환경 분야

대표 발명자 박용주
평가일자 2018.08.0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8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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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발명의 핵심은 만조시 해안가에 있는 떠 있는 오염물질을 이동체가 그물을 오염물질을 

둘러싸서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것이 특징임.
- 해양생물 제어 장치(박용주)의 선행기술과 유사하나, 본 발명은 이동식 이동체를 이용하는 

것과 만조시 해안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차이점임.
-  조사된 선행기술에 난간이 월파 방지한다는 특징은 개시되어 있음.
-  등록 가능성은 있으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구성을 추가가 필요해 보임

2) 시장성

 - 현재 본 발명의 시제품은 제작 완료된 상태임.
 - 해양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수요가 매우 높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시장성이 

높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본 발명은 진보성이 있으나, 등록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구체화 및 일부 보완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 본 발명은 현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고, 해양오염물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바 
시장성도 우수하다고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54
발명의 명칭 수중용 트랜칭 커터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7월 05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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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28

발명의 명칭 수중용 트랜칭 커터
기술 분야 기계분야
적용 제품 해저 케이블 매설용 트랜칭 커터

대표 발명자 신창주
평가일자 2018.07.05.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0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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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발명은 수중 트렌처 장치에 과한 것으로, 상부 디프레서를 이용하여, 수중 케이블에 
하중이 걸릴 때, 이를 풀어주는 장치에 과한 것임

 - 선행기술에 따르면, 상부 디프레서에 관한 기술은 개시되지 않음. 따라서, 권리성 측면
에서는 진보성이 있다고 사료됨

 - 발명인터뷰에서 하부 디프레서의 폭을 가변하는 기술, 상부 디프레서의 아래의 롤러에 
탄성부재를 부착하여, 수중 케이블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을 추가하기로 함. 

2) 시장성

 - 수중 케이블을 해저에 매설하는 트렌처 장치 시장은 현재 사업성이 우수함. 
 - 다만, 핵심 기술의 경우,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주변 기술을 
확보하면서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선행기술조사서에 따르면, 권리성이 우수하며, 트렌처 장치의 주변 기술을 계속 확보할 
경우,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6
발명의 명칭

선박사고시 인명구조 및 선박위치 확인을 위한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투하장치 및 위치 

전달시스템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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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6

발명의 명칭 선박사고시 인명구조 및 선박위치 확인을 위한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투하장치 및 위치 전달시스템

기술 분야 전기/통신분야
대표 발명자 박광순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39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42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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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발명은 선박사고시 자동분리식 위치 전송부이에 관한 것임
- 종래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었기에, 종래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해류 대응 수단의 구성이 

독립항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
-  선박과 부이와의 무게차를 계산하는 기술, 및 부이에 영향을 주는 바람의 영향을 제거하는 

기술을 종속항에 추가 필요
-  추후 기술이전을 고려할 때, 선박과 부이와의 무게차를 계산하는 기술, 및 부이에 영향을 

주는 바람의 영향을 제거하는 기술의 검증이 추후 필요

2) 시장성

-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지만, 기존의 부이에 적용이 가능하고, 구체화도 신속하게 될 가
능성이 높음. 따라서, 기술적 검증 등의 추가적인 연구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경우 시장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선박과 부이와의 무게차를 계산하는 기술, 및 부이에 영향을 주는 바람의 영향을 제거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일 경우, 시장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61
발명의 명칭 수중표면처리 및 코팅 일체형 분사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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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61

발명의 명칭 수중표면처리 및 코팅 일체형 분사장치 

기술 분야 토목/건축분야

적용 제품 페인트 도포 제품

대표 발명자 김민석

평가일자 2018.08.30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8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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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수중에서 잠수한 상태로 물과 접촉하면서 도장이 가능한 기구나 장치에 대한 내용은 찾
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본 기술의 수중 도장을 위한 구성과 부력조절을 위한 구성을 구체화
하는 경우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부력 조절 장치와 관련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임

2) 시장성

 ○ 해당 기술은 선박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선박을 수면 상에서 건조할 경우, 해당 기
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선박의 수면 상에 건조하는 경우, 정박 중이 선박의 도장하는 경우 등 선박 관
련하여 여러 분야에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기에 시장성이 우수함. 

3) 종합의견

 ○ 본 발명의 경우 수중에서 도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중 도장과 관련된 구성에 대한 
구체화를 통한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62
발명의 명칭 건타입 수중간이 분사 및 코팅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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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62

발명의 명칭 건타입 수중간이 분사 및 코팅 장치 

기술 분야 토목/건축 분야

적용 제품 페인트 도장 제품

대표 발명자 김민욱

평가일자 2018.08.30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8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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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의 구성을 물총이나 분무기의 구성과 비교하였을 때, 도료탱크가 내장되어 별도
의 공급호수를 요하지 않는점과, 수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압력을 통해 도료를 이동시키는 
점과, 다수의 유출밸브를 구비하여 도료나 압력의 이동방향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점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료탱크의 원료가 외부로 배출됨에 따라 도료탱크는 저
압상태를 유지하는데, 외부에서 공기나 도료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 필요

 ○ 본 기술에 2018-1-63 건의 다중 분사노즐의 특징을 병합하여 진행할 경우, 특허 등록가
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2) 시장성

 ○ 본 기술은 수중에서 사용하는 코팅장치로 한정하고 있으나, 수중 뿐만아니라 육상에서
도 사용가능하며, 도료 코팅 분야의 경우 시장성이 높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기술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화가 필요하며, 2018-1-63 건의 다중 
분사 노즐의 특징을 병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63
발명의 명칭  수중코팅용 다중분사노즐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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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63

발명의 명칭  수중코팅용 다중분사노즐  

기술 분야 토목 건축분야

적용 제품 분사 코팅 장치 제품

대표 발명자 박진순, 이병욱

평가일자 2018.08.30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1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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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의 경우, 분사 노즐에 관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나,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낮다고 판단됨.

 ○ 다만, 노즐의 형상, 공기 분사 노즐과 코팅체 분사노즐 간의 위치 등의 특징을 한정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또한, 2018-1-61, 62, 64 건은 분사 장치에 관한 
것이기에 노즐에 대한 특징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2) 시장성

 ○ 분사노즐에 대한 기술로써, 다양한 분사 장치에 적용될 수 있어, 제품 다양화가 가능하
여 시장성이 우수함.

3) 종합의견

 ○ 노즐의 형상, 공기 분사 노즐과 코팅체 분사노즐 간의 위치 등의 주요 특징을 한정하
여 진행이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64
발명의 명칭 페인트볼과 분사총을 이용한 수중코팅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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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64

발명의 명칭 페인트볼과 분사총을 이용한 수중코팅 장치 

기술 분야 토목 건축분야

적용 제품 코팅제 분사 제품

대표 발명자 한택희

평가일자 2018.08.30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5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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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선행 문헌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기술이 수중에
서 사용될 수 있는 구성의 구체화가 필요해 보임

 ○ 2018-1-63 건의 분사 노즐 특징을 해당 기술에 병합하여 진행할 경우, 추후 등록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 

2) 시장성

 ○ 페인트 볼을 이용한 코팅제 분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술이 적용 분야는 다양
한 바,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기술은 특허성이 부족한 바, 수중에서 페인트 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구체화와 2018-1-63 건의 분사노즐에 대한 특징을 함께 병합할 것이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65
발명의 명칭 퇴적물 입자분리과정에서의 시료유실방지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9월 20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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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65

발명의 명칭 퇴적물 입자분리과정에서의 시료유실방지 장치 

기술 분야 기계 분야

적용 제품 퇴적물 분석 장치

대표 발명자 임동길

평가일자 2018.09.20.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9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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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 과정에서 실험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
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퇴적물 입자분리과정에서의 시료유실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비이커 투입부에 센서를 설치하여 비이커 존재 유무에 따라 시료 배출부의 개폐와 시료의 
입자를 분리하기 위한 체의 이탈방지를 위한 고정과, 체의 상부의 시료 유실을 막기 위한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구성에 대한 특허의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체의 고정구조와 체 상부 가장자리에서 깔데기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틈을 선택적
으로 막기 위한 구체적 구성이 제시된다면 특허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2) 시장성

 ○ 현재,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 장치가 속하는 기술의 산업분야 및  관련기초과학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본 발명이 속하는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 장치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3) 종합의견

 ○ 본 기술에 대한 구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선행기술조사 결과 유사한 문헌이 
없는바, 특허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68
발명의 명칭 ) 로즈(생산, 운용, 부유, 간편 및 경제성) 맥스 

연속순환생물반응기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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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68

발명의 명칭  로즈(생산, 운용, 부유, 간편 및 경제성) 맥스 연속순환생물반응기  

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적용 제품 미생물 배양 제품

대표 발명자 강도형, 김태호

평가일자 2018-10-12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0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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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해당 기술은 해양생물의 원료산업(양식 및 배양 등)에 관한 반응기에 관한 것으로써,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구조적인 차이점이 분명하기에 등록가능성이 높음

2) 시장성

 ○ 미생물 배양관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성은 우수함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에 대한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이고,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구조적 차이점이 
명확한 바. 등록 가능성이 높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70
발명의 명칭 해상 무선통신 그리드 중계망 기술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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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적용 제품

대표 발명자

평가일자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C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4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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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기술을 응용한 부유식 중계기 타워를 해상에 그리드 형
태로 배열하는 것에 의해 육지에서 수백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통신환경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나, 선행문헌에는 해상의 부이, 애드벌룬, 풍력발전기를 구비
하는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 시스템에 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문헌에
는 해상에서 태양광, 파력, 풍력, 조류를 이용하여 발전을 행하는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
스템에 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등록가능성이 낮음

 ○ 또한, 발명자가 선행으로 제시한 자료에 해상 그리드 통신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해당 기술에 대한 진보성은 낮아보임.

2) 시장성

 ○ 현재 국가 과제로서 해상 무선 통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
장성이 있음.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은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선행문헌에서 개시하고 있는 바, 그리드 방식에 대
한 권리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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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54
발명의 명칭 수중용 트랜칭 커터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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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71

발명의 명칭 고함수율 미세토 유효활용을 위한 성상개량 처리방법 
기술 분야 토목분야
적용 제품

대표 발명자 김경련
평가일자 2018.07.05.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7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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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발명은 수분과 미세입자가 다량으로 함유된 토양, 퇴적물 또는 심해 채광 선광 잔재
물 등에 대한 성상  개량 처리방법에 관한 것임.

 - 해당 기술은 성상 개량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성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은 성상 개량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성상 개량 처리 방법의 구체화 및 관
련 데이터 추가가 필요해보임.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72
발명의 명칭 ) 고함수율 미세토 정화처리와 연계한 유효활용 

제품 제조방법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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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72

발명의 명칭 고함수율 미세토 정화처리와 연계한 유효활용 제품 제조방법 
기술 분야 토목분야
적용 제품

대표 발명자 김경련
평가일자 2018.10.08.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6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 2 -

※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발명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서, 토양, 퇴적물 또는 
심해 채광 선광 잔재물 등 고함수율이며 미세토 함량이 높은 토사의 처리에 있어 장치를 
간소화 하여 즉각적인 유효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 해당 기술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성

 

3) 종합의견

-  본 기술은 토양, 퇴적물 또는 심해 채광 선광 잔재물 등 고함수율이며 미세토 함량이 
높은 토사를 정화 처리 공정과 연계하여 처리 후, 즉시 유효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제조
하는 것임. 

-  해당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 및 관련 데이터 추가가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73
발명의 명칭  체인방식의 환경시료 자동 병입 장치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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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73

발명의 명칭  체인방식의 환경시료 자동 병입 장치  

기술 분야 기계 분야

적용 제품 해양시료 연속 자동 채취

대표 발명자 조성록

평가일자 2018.09.20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5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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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환경시료의 채취에 적합한, 특히 해수중 플랑크톤이나 미세프라스틱과 같은 
입자시료 채취를  위한 자동병입장치에 관한 것으로, 깨끗히 세척되고 병마개가 닫혀있는 
빈시료병이 체인형태로 서로 연결된 각각의 연결부재(캐리어)에 삽입되어 정렬 된 상태에서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송될 수 있고, 이송된 빈시료병의 병뚜껑을 열고 액체상의 시료를 병
입한 후 시료보관에 필요한 보존시약을  첨가하고 다시 병뚜껑을 닫도록 된 것으로, 각각 
빈시료병이 체인구조로 연결된 연결부재에 의해 연속적으로 같이 이송시키는 구성은 특허 
가능성이 있음.  

2) 시장성

 ○ 현재, 시료 병입장치(주입장치)가 속하는 기술의 산업분야 및 관련 기초과학분야가 활성
화되어 있지는 않아, 시장성은 부족해보임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문헌이 적어, 특
허 등록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기술은 연구분야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어 시장성이 부족
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75
발명의 명칭 대형 선박 접안용 군집 예인 드론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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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75

발명의 명칭 대형 선박 접안용 군집 예인 드론 

기술 분야 기계 분야

적용 제품 선박 예인 분야

대표 발명자 한택희

평가일자 2018-10-18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C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2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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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드론을 이용하여 선박을 예인하는 시스템으로써, 드론의 군집 제어 기술은 
현재 개시되어 있으나, 선박 예인 분야에 대해서는 개시된 내용이 없음.

 ○ 본 기술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는 개념 정립 단계
의 기술이며 추후 기술 개발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권리화가 어렵다고 사료됨. 

2) 시장성

 ○ 드론을 이용한 선박 예인 분야에 대한 시장성은 높으나, 해당 기술에 대한 구체화가 
어려운 상태인 바, 기술개발이 필요함.

3) 종합의견

 ○ 본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 시점으로는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되며, 추후 구체화가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80
발명의 명칭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수상선 다중빔음향측심기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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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80

발명의 명칭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수상선 다중빔음향측심기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기술 분야 기계 분야

적용 제품 해양 관측 장비

대표 발명자 이정한

평가일자 2018.11.5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C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1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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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수상선 다중빔음향측심기 장치에 있어서 모든 상세한 기술적 
구성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공지된 바 있으며, 상기 본 기술의 구성들을 결합함에 있어 목
적에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조합 가능하다는 이유로, 본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  다만,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승강되는 메커
니즘이나, 쌍동선 형태로 구비됨에 따른 효과, 등 한정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추가할 것이 필요함.

2) 시장성

 ○ 관련 분야는 연구분야에서 적용되는 바, 시장성은 다소 낮음.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선행문헌에 모두 개시되어 있기에, 현 기술에 대한 
출원을 포기하고, 발명은 추가 보완하여 추후 진행할 것이 필요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82
발명의 명칭  에코사운더 내장형 실시간 수환경 모니터링 

소형 부이 시스템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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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82

발명의 명칭  에코사운더 내장형 실시간 수환경 모니터링 소형 부이 시스템 

기술 분야 전기전자 분야

적용 제품 수환경 측정 부이 제품

대표 발명자 박진순, 박준석

평가일자 2018.11.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0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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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대형화된 유속, 수온 등을 측정하는 부이를 소형화한 것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시제품이 제작된 단계인 바, 구체화가 되어 있음.

 ○ 본 기술은 부이 하부에 유속의 영향을 받도록 삼각 VANE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특징은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특징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VANE구조로 등록받을 경우, 권리범위가 축소되는 바, 제3자가 회피 설계가능성이 
커짐.

2) 시장성

 ○ 해양 요소 측정 부이 관련 분야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바, 시장성은 다소 낮음, 하
지만, 해당 기술은 기술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음. 

3) 종합의견

 ○ VANE구조를 구체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이전을 염두하고 출원하는 것임.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83
발명의 명칭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 방지 및 호안 보호 

방법: 호형 모래언덕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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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83

발명의 명칭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 방지 및 호안 보호 방법: 호형 모래언덕 

기술 분야 토목 건축

적용 제품

대표 발명자 임학수

평가일자 2018.11.21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C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2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 2 -

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해안에 호형 모래언덕을 설치하여 해빈 침식을 방지하는 기술이나, 해당 기
술에 대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지 미지수이며,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호
형 모래 언덕의 위치에 대한 한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줄여야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됨

2) 시장성

 ○ 해안 침식에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나, 해당 기술
에 대한 수요가 정부 및 지자체인 바, 시장성은 다소 낮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기술의 경우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지 미지수이며, 인정된다고 하여도 모래 언덕
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 한정을 하여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88
발명의 명칭  신규 람노리피드계 생물계면활성제, 조제방법 및 

활용법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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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88

발명의 명칭  신규 람노리피드계 생물계면활성제, 조제방법 및 활용법  

기술 분야 바이오분야

적용 제품 의약품

대표 발명자 신희재

평가일자 2018-11-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6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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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선행문헌에는 본 기술의 화합물과 구조가 유사한 화합물이 개시되어 있어, 향후 심사 과
정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본 기술 화합물의 진보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본 발명과 선행문헌의 화합물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선행문헌으로부터는 예
측할 수 없었던 이질적인 효과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이 필요함

2) 시장성

 ○ 본 기술의 경우,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가 있고, 암세포에 대한 우수한 활성 성
능을 가지고 있는 바, 암세포 관련 의약 시장에 진입 가능함. 따라서,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은 우수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본 기술의 화합물 구조는 신규하나, 선행문헌에 유사한 구조가 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조가 종래의 선행문헌 보다 우수한 효능을 갖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89
발명의 명칭  사페닉산(saphenic acid)의 제조방법과 항염증 

용도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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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89

발명의 명칭  사페닉산(saphenic acid)의 제조방법과 항염증 용도 

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적용 제품 의약품

대표 발명자 신희재

평가일자 2018.11.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41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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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사페닉산은 이미 알려진 화합물로서, 본 기술에서는 사페닉산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
습니다. 다만, 특허법상 물질의 용도 그 자체에 관해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페닉산을 
포함하는 항염증 조성물에 관한 권리 확보를 도모해야 함.

2) 시장성

 ○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은 종래 방법
에 비해 간단하여 원가절감의 장점이 있으며, 사페닉산은 100μ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없으며, NO 생성 저해 효과가 있어 염증 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로서의 응용 가능성
이 있어 시장성이 있음. 

3) 종합의견

 ○ 사페닉산에 대해서는 공지된 기술인바, 세페닉산의 항염증 효과를 이용한 조성물로 권
리화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9
발명의 명칭 발생토, 시멘트, 물을 배합장치와 경량기포를 

혼합하는 자동화 플랜트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04월 26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리/기술성 기계공학/변리사
윤은영 브릿지특허사무소 권리/기술성 고분자공학/변리사
이원희 기술보증기금 시장성 기계공학/기술평가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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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9

발명의 명칭 발생토, 시멘트, 물을 배합장치와 경량기포를 혼합하는 자동화 플랜트
기술 분야 토목/건축, 기계

대표 발명자 윤길림
평가일자 2018.04.26.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A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만점: 10)

기술의 속성(T2) (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39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만점: 10)

총계 42점(만점: 50)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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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선행기술 조사결과, 발명의 핵심인 회전축을 기준으로 감기는 방향이 다른 2개의 교반 
날개 구조를 갖는 기술이 검색되지 않음. 따라서,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2) 시장성

 - 이미 상용화되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고, 교반 장치에 의해 혼합토의 균질성 증대, 에
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 토목 및 건축 환경에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술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등록 가능성이 높은 발명으로 판단되고, 사업성이 높은 기술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기
술을 상용화하는 기업에 본 특허의 기술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음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별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2018-1-99
발명의 명칭 혼합현실(MR) 기반 해양 데이터 실시간 과학적 

가시화 시스템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
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정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실 권리성 기계공학/변리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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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2018-1-99

발명의 명칭 혼합현실(MR) 기반 해양 데이터 실시간 과학적 가시화 시스템 

기술 분야 정보통신분야

적용 제품 교육 분야

대표 발명자 임학수

평가일자 2018.11.21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B 권리/기술성(T) 권리성

판단항목

기술 완성도(T1)

기술의 속성(T2)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권리의 강도(T5)

총계 37 점(만점 : 50 점)

※ S등급(45점 이상), A등급(40점 이상), B등급(35점 이상), C등급(30점 이상), D등급(2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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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 본 기술은, 혼합현실 기반 실시간 해양/기상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해양
/기상 데이터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은 선행문헌들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
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지구본을 사용하는 구성, 선행문헌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지구본에서 기상/해양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 특정 위치를 지구본에서 선택된 위치와 
가상으로 보여지는 해양/기상 데이터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성 등을 
부가한다면 특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시장성

 ○ 현재, 3차원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
에, 해양/기상 데이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음. 따라서, 지구본
을 이용하여 해양/기상 데이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 발명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
의 시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음 

3) 종합의견

 ○ 해당 기술에 개념에 대해서는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으나, 지구본을 사용하는 구성, 
지구본을 사용하여 위치를 선택하는 구성 등에 대해서는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본 평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
시에 우수 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다양한 플라스틱 보강재에 몰탈 주입을 통한 강성이 작은 파이프 보강 방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일반적으로 도로, 항만,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유체의 이동을 안내하는 관, 특히 

지중에 매설되는 상,하수도관 등에 있어서 관 상부의 토압에 의한 좌굴과 관 내, 

외관벽의 부식에 위한 내구성 저하로 상수도관에 외부물질의 유입문제, 하수도관 

내부물질의 외부유출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 및 섬보보강 파이프들은 경량이고 인장성능이 우수한 대신 강성이 

작아서 작은 상재하중에도 파이프가 좌굴 등의 변형이 발생하여 파괴되기 때문에 이를 

중가시켜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강 방법이 제시 되고 있다.

 제작시부터 리브와 같은 보강재를 제작하여야 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보완하기 

위해 본 발명은 플라스틱계열의 PVC관 및 섬유보강관 등등에 속이 빈 플라스틱 

보강재를 기종 파이프에 부착 한 후 빈 플라스틱 보강재에 몰탈을 주입하여 파이프의 

강성을 증대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본 기술은 다양한 형상(반원, 사각, 사다리꼴, 삼각형 등)을 제작하여 파이프의 

내부 혹은 외부에 부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플랫한 파이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KIOST Ref 의뢰일자 2018-01-23 보고일 2018-01-26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핵심 키워드 : 리브, 파이프, 섬유보강

  확장 키워드 : 아치링, rib, arch ring, 관, 튜브, pipe, tube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리브+아치링+rib+arch ring)*(파이프+관+튜브+pipe+tube)

KR Kipris
(섬유보강+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ment + FRP + fiber 

 reinforcement plastics)*(파이프+관+튜브+pipe+tube)

검토결과  449개의 유사특허와 806개의 유사특허를 검토.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2007-0024010 강영종,한택희 리브로 보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관 A

2 KR 10-2010-0093829 ㈜이앤피플러스 FRP 처리된 합성수지관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다양한 플라스틱 보강재에 모르타르 주입을 통한 강성이 작은 

파이프 보강 방법으로써 플라스틱계열의 PVC관 및 섬유보강관 등등에 속이 

빈 플라스틱보강재를 기존 파이프에 부착을 한 후 빈 플라스틱 및 보강재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파이프의 강성을 증대시켜주는 보강방법은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신규성을 구비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플라스틱 및 보강재 가

운데나 안쪽면에 철사와 같은 와이어를 구비하여 보강재의 형상을 유지시켜 

줌과 동시에 모르타르 주입시 전류계를 이용하여 모르타르 주입을 확인할 

수 있는 점과 기존의 플랫한 파이프에 적용이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사각,타

원,사다리꼴,삼각형등)로든 보강이 가능하다는 점, 몰탈 주입 정도를 조절하

여 사용자 편의에 따라 강성의 효율적 증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보성도 

구비한 것으로 사료 된다. 

B

시장성

 플라스틱 및 섬유보강 파이프들은 경량이고 인장성능이 우수한 대신 강성

이 작아서 작은 상재하중에도 파이프가 좌굴 등의 변형이 발생하여 파괴되

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켜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강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방식들은 파이프의 생산단계부터 부착하여 나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제조원가가 비싸지는 반만, 본 발명은 접착제가 장착된 리브나 보강재

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범위만큼 장착이 

가능하며, 기존의 플랫한 파이프에 설치 가능하고 다양한 형상의 보강재를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모르타르의 강도조절을 통하여 강성의 효율적 증감이 

가능하고 원가절감등의  특장점이 많은 것으로 보아 향후 이 분야에서의 시

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

가독립항

  다양한 플라스틱 보강재에 몰탈 주입을 통한 강성이 작은 파이프 보강 방법에 있어서,

  플라스틱 보강재의 가운데나 안쪽에 철사와 같은 와이어를 장차하여 부착된 상기 보

강재의 형상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파이프 라인 에 접착제가 구비된 속이 빈 상기 플라스틱 보강재를 링 및 나선형 형태

로 부착하는 단계;

  상기 플라스틱 보강재에 복수개의 홈을 만드는 단계;

  상기 플라스틱 보강재에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단계;

  상기 모르타르 주입시 일측면으로부터 형성된 홈에 모르타르가 나오게 되면 상기 홈

을 막아 가면서 주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플라스틱 보강재에 모르타르 주입을 통한 강성

이 작은 파이프 보강 방법.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2007-0024010 출원인 강영종, 한택희, 출원일 2005-08-25

기술명 리브로 보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관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 상,하수도관 등 유체의 이동을 안내하는 

합성수지관에 있어서, 상기 합성수지관은 처짐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르타르층과 상기     

 모르타르층의 내, 외측에 융착일체화 되며, 역학적인 

강도증진을 위해 유리섬유가 삽임된 표피층으로 

구성된 유리섬유보강 플라스틱으로 형성되며, 상기 

합성수지관은 평평한 면으로 형성된 내, 외관벽 및 

상기 외관벽의 둘레를 귄회하며 융착일체화 된 

리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좌굴에 유리하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으며,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섬유보강 

플라스틱으로 형성된 리브를 구비한 관이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합성수지관 내, 외관벽 둘레를 권회하는 리브를 구성하여 좌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상기 합성수지관은 처짐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르타르

층을 내, 외측에 적층하며, 역학적인 강도증진을 위해 유리섬유보강 플라스틱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본 발명과 일부 유사함 점이 발견된다.

차이점

 선행문헌 1은 합성수지관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리브와 모르타르층을 부착하여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본 발명은 기존의 플랫한 파이프에 속이 빈 플라스틱 보

강재를 부착하여 빈 프라스틱 보강재에 모르타르을 주입하여 파이프의 강성을 증대시

켜주는 편리성이 있으며 이로써 파이프의 원하는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양

한 형상의 속이 빈 플라스틱 보강재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모르타르의 강도를 사용

자의 편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2010-0093829 출원인 ㈜이앤피플러스 출원일 2009-02-17

기술명  FRP 처리된 합성수지관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상수관이나 압력관등 내외부로부터 압력을 받는 합성수지관에 관한 것으로서, 합성수지

관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도록 합성수지관 외부에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층이 롤링 성형

된 합성수지관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FRP 처리된 합성수지관은, PE 또는 PP로 이루어져 압

출된 합성수지관과 가로방향의 PE사 또는 PP사와 세로방향의 일반사가 서로 교차된 이중사로 이루어

지며, 상기 합성수지관 위에 형성되고, 열융착기에 의해 상기 합성수지관과 함께 롤링 열융착되어 상

기 PE 또는 PP사는 상기 합성수지관의 원주면에 녹아 붙고 상기 일반사는 상기 합성수지관의 원주면

에 눌려 붙는 라미네이팅 천과 리 섬유 강화플라스틱층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합성수지관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도록 합성수지관 외부에 FRP층을 

롤링 성형한다는 점과 이미 생산된 플랫한 파이프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과 일부 유사점이 발견된다.

차이점

 

 선행문헌 2는 합성수지관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가로방향의 PE 사 또는 PP

사, 세로방향의 일반사를 사용한다는 점과 상기 보강재를 합성수지관에 부착시 열융합

기에 의한 롤링 열융착되는 것으로 부착에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반면, 본 발명은 

속이 빈 플라스틱 보강재 안쪽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용이한 설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향상(반원, 사각, 사다리꼴, 삼각형 등)을 제작하여 파이프의 내부 혹은 외부에 부착이 

가능하다는 점과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강성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모르타르의 강도 조

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이승호 수석컨설턴트 연락처 02-508-7955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선박사고시 인명구조 및 선박위치 확인을 위한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투하장치 

및 위치 전달시스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소형 낚시배부터 대형 컨테이너 선박가지 이들의 고정 또는 해양기인 사고

로 인해 인명 실종 또는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

양사고 또는 조난 발생시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위치를 전송하는 자동분리식 위

치전송부이와, 이의 투하장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수색 구조 관련기관에 적시에 

전파하는 전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위치전송부이는 해양예측 모델검증과 실험을 위한 현장관측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발명은 해양인명사고와 선박조난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수색구조를 목적으로 하

며 대처가 불가한 급박한 상황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기술특징>

 표류부이 – 표층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GPS를 통한 현재 좌표를 이리듐 통신위

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기울기에 

따라 자동투하되는 방식과 선박침수로 인한 해수유입으로 인하여 자동투하되는 방식을 

따르며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투하되기 전까지 동작하지 않는다. 자동투하 

후 자석센서를 감지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표층해류의 영향을 받기 위한 날개가 펼쳐진

다. 이를 통해 최소 사고 발생 위치를 알림과 동시에 실시산으로 이동되는 위치를 관계

당국의 비상연락망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조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KIOST Ref 2018-1-6 의뢰일자 보고일 2018.04.12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1. (구조 구난 조난 구명 위급 에스오에스 SOS rescue distress salvage) and (분리 

떨어* (결합 adj1 해제) (결합 adj1 해체) 투하 발사 remov* separat* segregat* 

detach* division divid* launch discharg* shoot airdrop* drop*)

2. (선박 요트 화물선 여객선 보트 ship) and (구조 구난 조난 구명 위급 에스오에스 

SOS rescue distress salvage) and (분리 떨어* (결합 adj1 해제) (결합 adj1 해

체) 투하 발사 remov* separat* segregat* detach* division divid* launch 

discharg* shoot airdrop* drop*)

3. (구조 구난 조난 구명 위급 에스오에스 SOS rescue distress salvage).ti. and (분

리 떨어* (결합 adj1 해제) (결합 adj1 해체) 투하 발사 remov* separat* 

segregat* detach* division divid* launch discharg* shoot airdrop* drop*) and 



검색조건

(침몰 가라앉* 사고 기울* 기우* sunken sink* founder* tripp* slant*)

IPC: B63C-007/26(수중몰, 침몰선의 위치 표시 장치)

     B63B-017/00(선박의 부품)

     G08B-021/10(재난사고, 태풍, 지진에 응답하는 것)

     H04B-007/00(무선전송시스템, 즉, 방사전자계를 이용한 것)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WIPS

((구조 구난 조난 구명 위급 에스오에스 SOS rescue distress 

salvage).ti. and (분리 떨어* (결합 adj1 해제) (결합 adj1 해체) 

투하 발사 remov* separat* segregat* detach* division divid* 

launch discharg* shoot airdrop* drop*) and (침몰 가라앉* 사

고 기울* 기우* sunken sink* founder* tripp* slant*)) AND 

(B63C* B63B* G08B* H04B*).IPCM.

JP WIPS

((구조 구난 조난 구명 위급 리스큐 레스큐 리스규 디스뜨레스 

디스트레스 살비지 샐비지 에스오에스 SOS rescue distress 

salvage).ti. and (분리 제거 투하 발사 remov* separat* 

segregat* detach* division divid* launch discharg* shoot 

airdrop* drop*) and (침몰 가라앉* 사고 기울* 기우* 싱크 싱킹 

폰더링 슬랭트 sunken sink* founder* tripp* slant*)) AND 

(B63C* B63B* G08B* H04B*).IPCM.

US WIPS

((SOS rescue distress salvage).ti. and (remov* separat* 

segregat* detach* division divid* launch discharg* shoot 

airdrop* drop*) and (sunken sink* founder* tripp* slant*)) 

AND (B63C* B63B* G08B* H04B*).IPCM.

EP WIPS

((SOS rescue distress salvage).ti. and (remov* separat* 

segregat* detach* division divid* launch discharg* shoot 

airdrop* drop*) and (sunken sink* founder* tripp* slant*)) 

AND (B63C* B63B* G08B* H04B*).IPCM.

검토결과

 제안된 본 발명은 해양사고 발생시 위치를 전송하는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이

의 투하장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수색 구조 관련기관에 적시에 전파하는 전달

시스템을 기본구성과, 위치전송부이가 선박에서 분리된 후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

하도록 하는 추가구성에 대해 선행기술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본 

발명의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2014-0064752

(2014.05.28.)
김웅

이동 단말기를 이용한 해상 구조요청 

시스템
Y

2 KR
1623484

(2016.05.17)
대한민국

기울기 센서에 의한 분리형 슬라이드 

튜브의 RFID발생 구난 장치
Y

3 JP
2000-103391 

(2000.04.11)

HITACHI 

ZOSEN 

CORP

구난 부표 Y

4 KR
2011-0117611 

(2011.10.27)
이장수 선박용 조난신호 발생장치 A

5 KR
2013-0099446

(2013.09.06) 
서영도 침몰중 선박 긴급 구조 장치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해양사고 발생시 위치를 전송하는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이의 투하장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수색 구조 관련기관에 적시에 전

파하는 전달시스템을 기본구성으로 포함함

 이같은 기본구성의 경우 선행기술들에도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본구성

만으로는 등록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위치전송부이가 선박에서 분리된 후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구성 및 그에 따른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등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전송부이에 해수 흐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구성을 필수구성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그에 따른 권리범위 축

소가 불가피함

B

시장성

 일반적으로 해난 사고의 특성상 사고 선박이 침몰하면 그 위치를 식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바다에서 침몰 선박의 자동 식별장치(AIS)로 사고 

위치를 식별한다손 치더라도 구조대가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조류에 의해 최

초 사고지점에서 멀어 졌거나 깊은 수심, 혼탁한 시야 등으로 인해 사고 선

박을 찾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자동 분리식 위치전송부이가 선박이 침몰

하는 해난사고시를 대비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양경찰청, 해군, 중·소형 선박제조업체 등과 연계한다면 시장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B

가독립항

선박의 침몰을 감지하는 침몰감지부;

선박의 침몰시 선박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표류하면서 위치를 전송하는 위치 전송부;

선박의 침몰이 감지되면 상기 위치 전송부를 분리시켜주는 강제분리부;

를 포함하며,

상기 위치 전송부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해류 대응 추진수단을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분리식 위치전송장치.

(등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해류 대응 추진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자료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함) 



선행문헌 1

문헌번호 2014-0064752 출원인 김웅 출원일 2014.05.08

기술명 이동 단말기를 이용한 해상 구조요청 시스템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를 이용한 해상 구조요청 시스템은 해상에서 운행 중인 운송수

단의 탑승객의 이동 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별로 지급하는 복수의 방수팩(10)과, 상기 이동 단말

기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중계기(20)를 포함한다.

 운송 수단용 중계기(22)는, 침몰된 운송 수단 내부에서도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운송 수단에서 

해수면 위로 자동으로 발사되는 부표 형태의 중계기(30); 상기 운송 수단 내부가 침수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함선 내부용 안테나(31); 상기 함선 내부용 안테나(31)와 상기 부표 형태의 중계기(30)를 연

결하는 도선(32); 및 상기 부표 형태의 중계기와 상기 운송 수단을 분리시키는 수압분리계(33)를 포함

한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운송 수단용 중계기가 침몰된 운송 수단 내부에서도 외부와 통신이 가

능하도록 운송 수단에서 해수면 위로 자동으로 발사되는 부표 형태의 중계기(30)와, 부

표 형태의 중계기를 운송 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수압분리계(33)를 구비한다는 점에

서 해양사고 발생시 위치를 전송하는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이의 투하장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수색 구조 관련기관에 적시에 전파하는 전달시스템을 구비한 제

안발명의 구성과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위치전송부이가 선박에서 분리된 후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한 구체적인 구성이 없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1623484 출원인
대한민국(국방부 

해군참모총장)
출원일 2015.02.02

기술명 기울기 센서에 의한 분리형 슬라이드 튜브의 RFID발생 구난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기울기 센서에 의한 분리형 슬라이드 튜브의 RFID발생 구난 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봄베(100)와, 

상기 봄베(100)의 상단에 이격 구비된 기울기 센서부(200)와, 상기 기울기 센서부(200)의 상면에 구비

된 명령 회로(300)와, 상기 기울기 센서부(200)와 이격 구비된 배터리(400)를 내부면에 구비한 하우징

(10)과; 상기 하우징(10)의 대응된 양 측면에 구비된 슬라이드 발출부(20)와; 상기 슬라이드 발출부

(20)의 내부에 튜브 스크롤(30)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울기 센서에 의한 분리형 슬라

이드 튜브의 RFID발생 구난 장치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선박이 기울어지면 감지하여 슬라이드 튜브가 분리되며 그 슬라이드 튜

브에 조난신호를 발하는 송수신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위치

를 전송하는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이의 투하장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수

색 구조 관련기관에 적시에 전파하는 전달시스템을 구비한 제안발명의 구성과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2에는 위치전송부이가 선박에서 분리된 후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한 구체적인 구성이 없음



선행문헌 3

문헌번호 JP2000-103391 출원인
HITACHI ZOSEN 

CORP
출원일 1998.09.29

기술명 구난 부표

선행문헌의 내용

 GPS 측위 장치, 무선 발신기, 이들의 전원 장치, 조난 검지 센서 및 이들의 제어 회로를 수납한 밀폐 

내수 용기로서, 안테나를 수면위에 지지하도록 부력과 안정성이 조정되고 상기 조난 검지 센서의 조난 

검지에 의해 작동하는 상기 제어 회로에 의해 상기 GPS 측위 장치의 측위 정보가 구난 신호와 함께 

상기 무선 발신기보다 발신되도록 구성된 구난 부이.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3은 조난시 수면 위체 부유하도록 부력과 안정성이 제어되는 밀폐 내수 용

기를 구비하고 조난 검지 센서 및 측위 정보와 구난 신호를 발신하는 무선 발신기를 

구비하였다는 점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위치를 전송하는 자동분리식 위치전송부이와, 이

의 투하장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수색 구조 관련기관에 적시에 전파하는 전달시

스템을 구비한 제안발명의 구성과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3에는 위치전송부이가 선박에서 분리된 후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도록 

한 구체적인 구성이 없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경량혼합토 배합장치와 생산자동화 플랜트.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토사는 자갈과 암석을 비롯하여 모래, 실트 및 점토질 진흙 

등 다양하다. 모래와 같은 양질의 발생토는 건설골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학적으로 불

리한 점토와 실트는 폐기처리하거나 해양에 매립되어 왔다. 당 발명은 점토나 실트를 현

장에서 유효활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시멘트와 물을 특정한 크기의 

배합조에 적절하게 넣어 혼합 후 기계적으로 교반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있는 단계를 크

게 향상하여 원하고자 하는 배합수준과 설계목적에 적합하도록 자동화되는 시스템에 관

한 것이며, 특히 점토와 시멘트 교반 시 점토의 점성으로 부압이 크게 작용하여 에너지 

소진이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배합토의 균질성이 확보 되도록 하는 새로운 

배합장치와 배합토사에 경량기포제를 자동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스템의 고

안에 관한 것이다.   

KIOST Ref 의뢰일자 2018.03.05 보고일 2018.03.12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핵심 키워드 : 경량혼합토, 경량배합토, 배합장치, 배합토사, 교반기

확장 키워드 : 배합조, 배합시스템, 배합토, 개량토, 배합교반기, 교반날개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경량*(혼합토+배합토))*(시멘트+점토+현장토))*(배합장치+교반

기+교반날개+배합조+배합시스템))

검토결과
총 선행기술 : 1,288건

유효기술 : 30건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등록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1038895

(2011.05.30.)

지엘기술 

주식회사

기포 및 고화재가 혼합된 혼합토 

제조장치, 이 혼합토 제조방법, 및 이 

혼합토 시공방법.

Y

2 KR
10-0901107

(2009.05.29.)

한미기초개발

주식회사
기포혼합처리토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토사와 물과 시멘트를 배합하는 장치 중 교반날개의 회전방향 설정과 크기조

절을 통해 부하가 저감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규성을 보이나, 혼합토 제조

과정엣어 현장채취토의 함수조건에 따라 토사 또는 물의 첨가량, 시멘트의 

투입량 및 기포공급량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혼합토의 밀도를 자동으로 조

절한다는 점에서는 선행된 기술이 있는 바, 본 발명만의 뛰어난 장점 및 효

과에 대한 추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B

시장성

토사와 물과 시멘트를 배합하는 장치 중 교반날개 혹은 교반장치에 대한 기

존의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된 스크류 형식의 바 이거나 프로펠

러 형식으로 와류를 형성하는 방식들이 대부분이다.

그에 따라 교반장치를 가동함에 있어서 부하가 많이 걸리며 그만큼의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이중 또는 다방향 교반날개

를 적용할 경우 가동부의 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모 에너

지도 절감할 수 있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

가독립항

 시멘트를 투입하는 벌크투입배관과, 투입된 시멘트가 굳지 않도록 회전하는 벌크스크류

와, 상기 시멘트를 이송시키기 위한 벌크이송기어드모타와, 상기 시멘트를 개량토배합기

로 배출시키는 벌크배출라인을 포함하는 벌크탱크와;

물을 투입하는 정수송급펌프와, 개량토배합기로 물을 공급하는 정수투입라인을 포함하는 

정수저장탱크와;

점토를 투입하는 개량토투입배관과, 투입된 점토, 시멘트 및 물을 좌우로 이동시켜 혼합

하는 교반장치와, 배합된 개량토를 배출하는 개량토배출라인을 포함하는 개량토배합기

와;

투입된 개량토가 굳지 않도록 회전하는 개량토침전방지컨베이어와, 필요시 배합토를 송

급하는 배합토송급펌프를 포함하는 배합토저장탱크와;

상기 배합토에 기포를 혼합하는 기포혼합장치를 포함하는 경량혼합토 배합장치.

점토, 시멘트 및 물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혼합하는 스크류 형상의 제1교반블레

이드와;

상기 제1교반블레이드의 외부에 이중으로 위치하여 제1교반블레이드의 반대 방향으로 

점토, 시멘트 및 물을 이동시켜 혼합하는 제2교반블레이드를 포함하는 교반장치.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1038895 출원인 지엘기술 주식회사 출원일 2010.11.26.

기술명 기포 및 고화재가 혼합된 혼합토 제조장치, 이 혼합토 제조방법, 및 이 혼합토 시공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1은 현장에서 채취한 현장채취토에 고화재와 기포를 혼합하여 혼합토를 제조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

히 혼합토 제조과정에서 현장채취토의 함수조건(수분함유량)에 따라 물의 첨가량, 고화재 투입량, 및 기포공급량 

등을 자동 계산하여 혼합토의 목표 밀도를 간편하면서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포 및 고화재가 혼합된 혼합

토 제조장치, 그리고 이 혼합토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자세하게는, 현장채취토를 1차교반기에서 풀어 슬러리로 만든 후 중량과 부피를 측정하여 제1콘트롤러가 밀도

를 계산하고, 이 슬러리를 2차교반기로 이송시켜 교반함과 동시에 상기 계산된 밀도가 제2콘트롤러에 미리 입력

된 밀도보다 높을 경우 물을 가수하여 목표 밀도에 맞춘 다음 제2콘트롤러가 이 슬러리의 중량, 부피, 및 밀도에 

맞게 고화재의 투입량을 설정하여 투입 혼합시키고, 상기 고화재가 투입된 슬러리가 저류조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토출되어 이송되게 하며, 이송된 슬러리에 기포를 혼합시킨 후 마지막 단계에서 슬러리의 밀도가 목표 밀도에 맞

는지 밀도계로 측정 검사함으로써, 혼합토의 목표 밀도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견

유사점
현장에서 채취한 현장채취토에 시멘트와 기포를 혼합하여 혼합토를 제조하며, 혼합토의 

밀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과 유사함.

차이점

본 발명은 토사와 물과 시멘트를 배합하는 장치 중 교반날개의 회전방향 설정과 

크기조절을 통해 부하가 저감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선행문헌1의 기술과 다소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0901107 출원인
한미기초개발

주식회사
출원일 2008.02.05.

기술명 기포혼합처리토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2는 기포혼합처리토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관한 것

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대량의 건설 잔토 또는 준설토를 자원화하

기 위하여 건설현장이나 항만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한 기포

혼합처리토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선행문헌2에 따른 기포혼합처리토 제조 방법은, (a) 토사와 물을 

혼합하여 슬러리를 만드는 단계; (b)    ×  
 식 (여기

서, 은 재령 28일 일축압축강도(kPA), A는 비례상수, B는 재

료계수)에 따라 결정되는 양의 시멘트를 상기 슬러리와 혼합하는 

단계; 및 (c) 상기 시멘트가 혼합된 슬러리에 기포제를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토사는 건설 잔토 또는 준설토로부터 분류

된 토사이며, 상기 토사의 액성한계의 2배가 되도록 물을 혼합하

여 슬러리를 만들고, 상기 A는 18.7 내지 21.4이며, 상기 B는 

 ×  (여기서, 는 함수의 토사에 대한 중량비이고, 

은 기포의 토사에 대한 중량비이고, 는 시멘트의 토사에 대

한 중량비)이며, 기포제와 물의 희석비율은 1:23, 발포배율은 25

배, 공기압은 2 내지 3kg/
 하에서 발포된 기포인 것이 바람직

하다.

의견

유사점
대량의 건설 잔토 또는 준설토를 자원화하기위하여 건설현장이나 항만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한 기포혼합처리토를 제조하는 점에서 본 발명과 유사함.

차이점

본 발명은 토사와 물과 시멘트를 배합하는 장치 중 교반날개의 회전방향 설정과 

크기조절을 통해 부하가 저감되도록 한다는 점과, 현장발생토로부터 배합된 토사에 

설계목적이나 현장조건에 부합하도록 자동적으로 배합조건을 조절하는 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선행문헌2와 다소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최윤식 변리사 연락처 02-3453-0507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해수 산성화에 대응하는 말레이해파리(Sanderia malayensis)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

한 해파리류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수 산성화에 대응하는 말레이해파리(Sanderia malayensis)의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말레이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에 관한 것으로, 말레이해파

리 유전자를 활용한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분석을 통해, 다양한 환경스트레스 대

응 유전자를 발굴하였음

 구체적으로, 산성화 조건(pH 7.8, 7.6, 7.4 및 7.2)에서 유전자 발현량이 2배 이상 변

화되는 유전자들을 선별하였으며, pH 7.8 노출군에서 7종, 및 pH 7.6 노출군에서 3종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증가하였으며, pH 7.4 노출군에서 7종(증가 5종, 감소 2종), 및 

pH 7.2 노출군에서 26종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변하였음(증가 22종, 감소 4종)

 이들 중 중복되는 유전자들을 제외하고 총 34 종 유전자들이 산성조건 노출에 의해 발

현량이 변화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유전자들은 해수 산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 및 새로운 

바이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

KIOST Ref 2018-1-11 의뢰일자 2018.03.05 보고일 2018.04.05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해수 산성화에 따른 말레이해파리의 유전자 발현 변화 및 

이를 이용한 말레이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을 기준으로 ‘말레이해파

리’, ‘산성화’, ‘유전자’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여, 선행문헌을 검색하였음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KIPRIS, 

WIPS, 

Google

(해파리 or 젤리피쉬) and (산성화 or 산도 or pH) and (유전자 

or 게놈 or 지놈 or RNA or DNA)

미국/일

본/유럽/

PCT

KIPRIS, 

WIPS, 

Google

(jellyfish or (sanderia adj malayensis) or scyphozoa) and 

(acidif* or acidity or pH) and (gene or genome or RNA or 

DNA)

검토결과

 국내외 문헌 중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선행문헌은 없었으며, 본 

발명의 일부 구성을 포함하는 국내 등록 또는 공개 특허문헌이 검색되어 이를 아래

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10-2016-0070858

(2017.03.14)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산성화된 해수 노출에 대응하는 보름달

물해파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해파

리류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

A

2 한국
10-2017-0096915

(2017.12.1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해수온 상승에 대응하는 말레이해파리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말레이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

A

3 -

Marine Biology, 

156(7):1411-1420

(2009.03.25)

Laetitia Adler 

et al.

New insights into reproductive traits 

of scyphozoans: special methods of 

propagation in Sanderia malayensis 

GOETTE, 1886 (Pelagiidae, 

Semaeostomeae) enable establishing 

a new classification of asexual 

reproduction in the class Scyphozoa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해수 산성화에 따라 발현량이 변하는 말레이해파리의 총 34종 유

전자들 및 이를 이용한 말레이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에 관

한 것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 본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문헌으로 하기와 

같은 문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행문헌 1은 산성화된 해수 노출에 대응하는 보름달물해파리

의 총 165종 유전자들 및 이를 이용한 보름달물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

화 예측방법을, 선행문헌 2는 해수온 상승에 대응하는 말레이해파리의 총 

112종 유전자들 및 이를 이용한 말레이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

법을, 선행문헌 3은 말레이해파리의 다양한 무성번식 방법을 개시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상기 선행문헌 1 내지 3은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개

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선행문헌 1에서 본 발명의 말레이해파리와 같은 해파리강

(Scyphozoa)에 속하는 동물인 보름달물해파리의 유전자 중 해수 산성화에 

따라 발현량이 변화하는 유전자 총 165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열

번호 19로 기재되는 유전자인 cAMP-responsive element modulator 

isoform X1이 본 발명의 서열번호 1로 기재되는 유전자인 cAMP-responsive 

element modulator와 동일하여, 추후 심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헌이 제시되

면서 cAMP-responsive element modulator의 해수 산성화 여부 예측 용도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지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선행문헌 1은 보름달물해파리의 총 165종의 유전자 조합을 이용하

여 산성화된 해수에 대한 노출 여부를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본 발

명은 말레이해파리의 총 34종의 유전자 조합을 이용하여 산성화된 해수에 대

한 노출 여부를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바, 발명의 구성이 전혀 상이함

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시장성

 본 발명에 따른 해수 산성화에 따라 변화하는 말레이 해파리의 유전자들은 

해수 산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해양환경 감시 또는 예측 

기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발명은 말레이 해파리의 생리 

또는 대사 변화 예측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말레이 해파리의 유전자들은 스

트레스 대응 유전자로서 새로운 바이오 소재로 활용되어 해양바이오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해양산업 분야에 있어 시장성이 높은 

기술로 사료됩니다.  

A

가독립항

[청구항 1] 서열번호 1 내지 34로 기재되는 모든 유전자 각각의 핵산 서열을 구성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또는 그의 상보가닥 분자가 집적된, 말레이해파리의 산성화된 해수

에 대한 노출 여부 검출용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칩.



[청구항 2] 1) 산성화된 해수에 노출된 실험군의 말레이해파리와, 정상 대조군의 말레이

해파리에서 각각 RNA를 분리하는 단계;

2) 단계 1)의 실험군 및 대조군의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하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기 다른 형광물질로 표지하는 단계;

3) 단계 2)의 각기 다른 형광물질로 표지된 cDNA를 제 1항의 마이크로어레이 칩과 혼

성화시키는 단계;

4) 혼성화된 마이크로어레이 칩을 분석하는 단계; 및

5) 분석한 데이터에서 제 1항의 마이크로어레이 칩에 집적된 유전자 발현 정도를 대조

군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말레이해파리의 산성화된 해수에 대한 노출 

여부 검출방법.

[청구항 3] 1) 산성화된 해수에 노출된 실험군의 말레이해파리와, 정상 대조군의 말레이

해파리에서 각각 RNA를 분리하는 단계;

2) 단계 1)의 RNA를, 서열번호 1 내지 34로 기재되는 모든 유전자 각각에 상보적이고 

이를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 쌍을 사용하여 정량 실시간 RT-PCR(Quantitative 

real-time reverse transcript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을 수행하는 단계; 

및

3) 단계 2)의 유전자 산물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발현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말레이해파리의 산성화된 해수에 대한 노출 여부 검출방법.

[청구항 4] 제 1항의 마이크로어레이 칩을 포함하는 말레이해파리의 산성화된 해수에 

대한 노출 여부 검출용 키트

[청구항 5] 서열번호 1 내지 34로 기재되는 모든 유전자 각각에 상보적이고 이를 증폭

할 수 있는 프라이머 쌍을 모두 포함하는 말레이해파리의 산성화된 해수에 대한 노출 

여부 검출용 키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대아

조사자 배문성 연락처 010-9023-27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조류 다중불포화 지방산, 천연색소 및 미네랄이 함유된 오일 제조방법, 조성물 및 그

의 용도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다중불포화지방산-함유 오일(액상 유지 또는 액상 지방) 생성물, 조류

(algae)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지방산, 항산화제인 유지계열 천연색소를 포함하는 액

체 지방 조성물 및 그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생성물을 제조하는 방

법, 상기의 조성물을 함유할 수 있는 식품, 활용 측면에서의 영양적 및 약리학적 생성물

에 관한 것이다.

KIOST Ref 2018-1-14 의뢰일자 2018-03-30 보고일 2018-04-03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조류 다중불포화 지방산, 미네랄, 다중불포화 지방산, 오일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조류 or 다중불포화 or 지방산) and 오일

US wips on (algae or polyunsaturated or fatty acid) and oil

검토결과

  일부 유사특허들은 발견되었으나, 오메가-3.6 다중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는 오일

과 미세조류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2종 이상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

물에 관련된 특허는 발견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2016-0041345

(2016-04-18)
SK케미칼

미세조류 오일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및 지방산의 제조방법
A

2 KR
10-1358008

(2014-02-06)

디엠스엠 

아이피 

어셋츠 

비.브이.

다중불포화된 지방산-함유 오일 

생성물 및 그의 용도 및 제조방법
A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제안 기술은 오메가-3.6 다중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는 오일과 미세조류

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2종 이상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물이

라는 것에 특징이 있으며, 본 제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인 지방산들을 이용하

여 오일을 제조하는 방법은 선행문헌을 통해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안 기술의 차별화된 특징인 미세조류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6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이용하여 액체 지방 조성물을 제

조하는 방법은 선행문헌들을 통해 공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선행문헌들과 유사성이 없는 상기 특징을 부각시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A

시장성

 종래의 다중불포화지방산 액체 오일은 일반적으로 인간 소비의 안전성을 위

해서 전처리, 탈용매 또는 탈취, 윈터링, 화학공정후처리, 냉여과 및 표백을 

포함하는 다수의 단계에 의해서 가공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 및 경비 등 

제조공정에 단가 상승 요소으로 작용되며, 후처리 공정에서 화학물을 투입해

야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왔으나, 본 제안 기술을 이용하면 제조공정의 단순

화,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됨.

A

가독립항

[청구항 1]

오메가-3.6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는 오일과 미세조류로부터 유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 2종 이상을 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혼합물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열처리된 혼합물을 액체 지방 조성물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

물의 제조방법.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2016-0041345 출원인 SK 케미칼 출원일 2014-10-07

기술명 미세조류 오일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및 지방산의 제조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불순물, 유리 지방산 및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포함된 미세조류 오일을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 연료로 

사용 가능한 지방산 알킬에스테르나, 항공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고부가가치 물질을 경제

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세조류 오일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및 지방산의 제조방법이 개

시된다. 상기 미세조류 오일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및 지방산의 제조방법은, 미세조류로부터 추출된 

미세조류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을 분리 및 정제하는 단계; 상기 불순물이 분리 및 정제된 미세조류 오

일을 가수분해 또는 효소 반응시켜, 조 지방산 및 글리세린을 제조하여 층 분리하는 단계; 상기 분리

된 조 지방산을 증류시켜, 탄소수 및 불포화도에 따라 분류하는 단계; 및 상기 탄소수 및 불포화도에 

따라 분류된 지방산이, 에스테르화 반응 또는 분리 정제되어, 바이오 디젤, 항공유 및 탄소수 20 이상

의 지방산 물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제조된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서로 다른 지방산을 혼합하여 지방 조성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점

이 있음

차이점

 본 제안 기술은 오메가-3.6 다중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는 오일과 미세조류로부터 유

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 2종 이상을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나, 

선행문헌은 불순물, 유리 지방산 및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포함된 미세조류 오일을 이

용하여, 바이오 디젤 연료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이 상이합니다.

 또한, 본 제안 기술은 액체 지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 선행문헌은 고체 지

방 조성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1358008 출원인
디에스엠 아이피 

에셋츠 비.브이.
출원일 2016-06-30

기술명 다중불포화된 지방산-함유 오일 생성물 및 그의 용도 및 제조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포화된 지방을 갖는 오일 및 장쇄 다중불포화된 지방산을 갖는 미생물 오일 및 유화제를 

포함하는 고체 지방 조성물을 포함한다. 특히, 고체 지방 조성물은 높은 수준의 장쇄 다중불포화된 지

방산 및 소량의 유화제를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다중불포화된 오일은 윈터링되지 않은 

미생물 오일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기 조성물을 포함하는 식품, 

영양적 및 약제학적 생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미생물 바이오매스로부터의 1종 이상의 

LC-PUFA를 포함하는 오일-함유 분획을 추출하고, 이 분획을 진공 증발의 공정에 의해서 처리함으로

써 제조되고, 용매 윈터링 단계, 부식성 정련공정, 냉여과 공정 또는 표백공정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적용되지 않은 미생물 오일 생성물을 포함한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서로 다른 지방산을 혼합하여 지방 조성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점

이 있음

차이점

 본 제안 기술은 오메가-3.6 다중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는 오일과 미세조류로부터 유

도된 다중불포화 지방산 2종 이상을 포함하는 액체 지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나, 

선행문헌 2는 포화된 지방을 갖는 오일 및 장쇄 다중불포화된 지방산을 갖는 미생물 

오일 및 유화제를 포함하는 고체 지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이 상이합니다.

 또한, 본 제안 기술은 액체 지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 선행문헌은 고체 지

방 조성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대아

조사자 배문성 연락처 010-9023-27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강알칼리전해수를 이용한 미세조류 응집방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강알칼리전해수를 응집제로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효율적으로 수확하는 방법

에 관한 것으로, 강알칼리전해수를 응집제로 이용한 해양 미세조류 응집방법은 조작이 

용이하고 미세 조류에 독성이 없으며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KIOST Ref 2018-1-15 의뢰일자 2018-03-30 보고일 2018-04-03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강알칼리전해수,응집제, 미세조류, 수확방법, 응집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강알칼리전해수 or 응집제) and 미세조류

US wipson (alkali or coagulant) and microalgal

검토결과
 일부 유사특허들은 발견되었으나, 강알칼리전해수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은 발

견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1842591

(2018-03-27)

한국화학연구

원
폴리리신을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 A

2 KR
10-1629882

(2016-06-13)

가톨릭관동대

학교산학협력

단

마그네슘-세리사이트 응집제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
A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제안 기술은 강알칼리전해수를 응집제로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습니다. 본 제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인 응집제를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방법은 선행문헌을 통해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안 기술의 차별화된 특징인 강알칼리전해수(응집제)를 이용하여 미세조류

를 수확하는 방법은 선행문헌들을 통해 공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어, 선행문헌들과 유사성이 없는 상기 특징을 부각시켜 출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판단됨.

A

시장성

 최근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에

너지인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조류는 

자연에 흔히 존재하며 높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재생오일을 생산해내기 위한 

매력적인 바이오에너지 원료이다. 그러나,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방법에 있어

서, 여과, 응집, 부유, 초음파, 전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유

지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오염의 문제점들이 있으나, 본원발명을 이용하면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확률을 얻을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 기

술 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A

가독립항

 [청구항 1]

(a) 미세조류를 배양액에서 배양하는 단계;

(b) 상기 배양배지에 강알칼리전해수를 혼하하여 미세조류를 침전하여 수득하는 단계; 

및

(c) 상기 응집방법으로 미세조류를 수확 후 남은 여액으로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알칼리전해수를 이용한 미세조류 응집방법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1842591 출원인 한국화학연구원 출원일 2017-12-04

기술명 폴리리신을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미세조류를 수확함에 있어서 폴리리신(poly-lysine)을 응집제로 적용함으로써 미세조류를 

효과적으로 응집, 수확함과 함께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배제되며 수확된 미세조류가 미생물에 의해 생

물학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폴리리신을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폴리리신을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은 미세조류가 배양된 미세조류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미세조류 용액에 폴리리신(poly-lysine)을 투입하는 단계; 폴리리신이 투입된 미세조류 용

액을 교반하여 폴리리신에 의한 미세조류의 플럭화를 유도하는 단계; 및 폴리리신에 의해 플럭화된 미

세조류 응집체를 침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미세조류의 수확방법에 관한 구성으로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본 제안 기술은 강알칼리전해수를 응집제로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방법이

며, 특히 강알칼리전해수를 사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할 경우 수확 후 남은 여액으로 

미세조류를 재배양할 수 있는 것이나, 선행문헌 1은 폴리리신을 이용한 미세조류 수

확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이 상이합니다.

 또한, 본 제안 기술은 여액의 재사용으로 인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높은 수득

율을 나타낼 수 있으나, 선행문헌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점에서 차이

가 있습니다.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1629882 출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원일 2015-04-21

기술명 마그네슘-세리사이트(Mg-Sericite) 응집제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마그네슘-세리사

이트(Mg-Sericite) 응집제를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함으로써, 응집 효율 및 분리효율이 뛰어난 마

그네슘-세리사이트(Mg-Sericite) 응집제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마그네슘-세리사이트(Mg-Sericite) 응집제를 이용함으로써 응집효율 및 분리효율이 

뛰어난 미세조류 수확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응집효율 및 분리효율이 뛰어난 마그네슘-세리사이트(Mg-Sericite) 응집제를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함으로써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마그네슘-세리사이트(Mg-Sericite) 

응집제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마그네슘-세리사이트(Mg-Sericite)를 응집제로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

확하는 방법에 관한 구성으로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본 제안 기술은 강알칼리전해수를 응집제로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방법이

며, 특히 강알칼리전해수를 사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할 경우 수확 후 남은 여액으로 

미세조류를 재배양할 수 있는 것이나, 선행문헌은 마그네슘-세리사이트(Mg-Sericite)

를 응집제로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이 상이합

니다.

 또한, 본 제안 기술은 여액의 재사용으로 인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높은 수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득율을 나타낼 수 있으나, 선행문헌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점에서 차

이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대아

조사자 이상준 연락처 02-565-2500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다중 퇴적물 트랩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퇴적물 트랩(sediment trap)은 대양의 특정 수심에 설치하여 침강하는 입자를 포집하는 

장비임. 미국의 McLane laboratory는 시계열 퇴적물 트랩(time-series sediment trap)을 

생산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제공함. 이 퇴적물 트랩은 대양의 심해와 같은 약한 유

속(10cm/sec 이하)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설계됨. 연안에서 유속은 30cm/sec 

이상으로 대양의 심해보다 강한 특징을 보임. 이러한 환경에서 강한 유속으로 인해 시

계열 퇴적물 트랩은 기울어져 매우 낮은 침강입자 포집효율을 보임. 이에 시계열 퇴적

물 트랩은 연안환경에서 침강입자를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없음. 따라서 침강입자와 탄

소 순환 연구를 위해 연안에서 활용 가능한 침강입자 포집 장치의 개발이 필수적임.

KIOST Ref 2018-C005-1 의뢰일자 2018.03.30 보고일 2018.04.02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20080330 ~  20180330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WIPS  (트랩 or trap) and (퇴적물 or sediment*)

   US   WIPS  trap and sediment*

검토결과
  KR 14 건

  US 181 건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2015-0011159   

 (2015.01.23)
국립환경과학원장 침전물 채집 장치    A

2  KR 
 10-2013-0071188   

 (2013.06.20)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의 용기 

고정 홀더
   Y

3  US 
 14/362062          

 (2012.11.30)

Envirostream 

Solutions Pty Ltd
SEDIMENT TRAP    A

4  US 
 13/217504          

 (2011.08.25)
City of Portland

Screened inline flow-through 

(SIFT) sediment trap apparatus
   A

5  US
 11/054016          

 (2005.02.09)

Roger Yates 

Anderson
Partitioning sediment trap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 장치의 퇴적물 트랩의 프레임과 침강 입자 포집 튜브의 연결 부위, 

침강입자 포집 튜브는 각각 자유롭게 회전하는 특성을 보임. 이를 통해 강한 

유속에 의해 퇴적물 트랩이 기울어져도 침강입자 포집 튜브는 수직방향을 유

지할 수 있어 침강입자 포집효율을  높임.

   S

시장성

미국의 McLane laboratory는 시계열 퇴적물 트랩(time-series sediment 

trap)을 생산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본 발명이 McLane 

laboratory 의 시계열 퇴적물 트랩을 대체할 있으므로, 시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료됨. 

   S

가독립항

                   [도 1 정면도 ]                    [도 2 저면도 ]

퇴적물 트랩에 있어서,

자기유속센서를 내부에 구비한 트랩 프레임;

상기 트랩 프레임에 연결된 복수개의 튜브 연결부;

상기 튜브 연결부에 회동 가능하게 장착된 복수개의 침강입자 포집 튜브;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침강 입자 포집 튜브는 상기 튜브 연결부에 구비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동되고, 

상기 트랩 프레임이 기울어져도 상기 침강입자 포집 튜브는 수면에 대하여 수직방향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퇴적물 트랩.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2013-0071188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원일 2013.06.20

기술명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의 용기 고정 홀더

선행문헌의 내용

[청구항 1]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의 용기 고정 홀더에 있어서,

상기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는, 수중에서 낙하하는 퇴적물

을 수집하기 위한 깔때기; 상기 깔때기를 유지하고 둘러싸도

록 배치되고, 상하로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봉으로 이루어지

는 프레임; 및 상기 깔때기의 하부가 이루는 수평면에서 상기 

프레임을 이루는 하나 이상의 봉을 연결하여 형성되는 고정 

플레이트;를 포함하되,

상기 고정 플레이트의 하부에는, 상기 깔때기를 통해서 수집

되는 시계열 퇴적물을 포집하기 위한 다수의 시계열 퇴적물 

포집 용기가 부착 고정되는 회전 플레이트가 형성되며,

상기 회전 플레이트는, 모터의 회전에 의한 기어 맞물림을 통

해서 시계열 회전하여 상기 시계열 퇴적물 포집 용기에 시계

열 퇴적물을 포집하며,

상기 회전 플레이트에 부착 고정되는 다수의 시계열 퇴적물 

포집 용기가 요동하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한 원형 홀더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의 용기 고정 홀더.

의견

유사점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에 관한 것임.

차이점

 선행기술1은  해저에 설치되어 해상으로부터의 퇴적물을 시계열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포집 장치에 설치된 용기에 시계열적으로 퇴적물을 포집하는 중에 

상기 용기의 파손이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시계열 퇴적물 포집 장치의 용기 고정 

홀더에 관한 것임.

[참고도면]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1/054016 출원인
Roger Yates 

Anderson
출원일 2005.02.09

기술명  Partitioning sediment trap

선행문헌의 내용

수집 튜브.

의견

유사점 수상 환경내에 축적되는 물질의 수집과 측정을 위한 장치

차이점
선행기술 2는 상기 누적된 입자의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수평 위치에서 상기 파티션을 

안에 설치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음.

[청구항 1]

수역에서 위치되기 위해 적응된 분할 세디먼트 트랩에 있어

서,

상기 물 본체에 누적된 입자를 수용하기 위한 개구 상단부와 

닫힌 하단부를 가지여 한 가늘고 긴 수직적으로 정렬할 수 

있는 투명한 수집 튜브 ; 

상기 개구 단부로 확대되여 이의 소직경 단부로 위치된 일반

적으로 퓨넬형 확대 처리 원뿔체의 상기 수집 튜브에서 상기 

입자의 확대 처리 번호를 위한 상기 투명한 수집 튜브 ; 

복수의 상기 수집 튜브에서 상기 입자를 분리시키기 위한 평

면 파티션 ;

일정 시간 간격에서 상기 확대 처리 원뿔체으로 단일의 상기 

파티션을 방출하기 위해 위치된 상기 파티션의 다수를 포함

하여 자동적 분배 디바이스 ;

상기 누적된 입자의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수평 위치에서 상

기 파티션을 안에 설치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분할 세디먼트 트랩.

[참고도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윤 은 진 과장 연락처 02-6714-1089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외과적으로 유발된 Rat 골관절염 모델에서 Diclofenac sodium의 골관절염 개선 활성

에 미치는 제주용암온천수 입욕 효과 확인 실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골관절염 치료 효과를 우수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제주용암온천수의 용도

로서, 자세하게는 외과적으로 유발된 Rat 골관절염 모델에 Diclofenac sodium 피하 

투여 및 제주용암온천수 입욕을 병행하였을 때, Diclofenac sodium 단독 투여군 대비 

골관절염이 두드러지게 증대되는 시너지효과를 실험을 통해 규명함. 실험을 진행한 

주요한 효과로 골관절염 모델에 제주용암온천수 입욕 및 Diclofanac sodium 피부 투

여한 실험군에서 슬관절 두께의 감소; 슬관절 최대 신장 각도의 감소; 골밀도 증대; 

대퇴골 및 경골 관절면의 압착 강도 증대;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 골과 관절막내 

PGE2 함량 감소;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골과 관절막내 5-LPO 활성의 감소;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골과 관절막내 MMP-2 및 MMP-9 활성의 감소; 대퇴골 및 경골 관절

연골내 collagen type II mRNA 발현의 증가와 관절막내 collagen type II mRNA 발현

의 감소;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골과 관절막내 SOX9 mRNA 발현의 증가;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골과 관절막내 aggrecan mRNA 발현의 증가;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골내 

BrdU 면역반응세포의 수적 증가와 관절막내 BrdU 면역반응세포의 감소;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골 Mankin score의 감소;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연골 두께의 증가; 관절막

내 침윤 염증세포의 수적 감소; 대퇴골 및 경골 관절연골과 관절막내 PARP, COX-2, 

TNF-α 면역반응세포의 수적 감소를 확인함

KIOST Ref 2018-1-17 의뢰일자 2018.04.05 보고일 2018.04.07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 온천수의 관절염 치료 용도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으며, 또한, 다이클로페낙

(diclofenac)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보조제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검색함

- 검색 키워드: 온천수, 골관절염, 다이클로페낙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JP
WISDOMA

IN

AB=((온천수 OR 광천수 OR 해수 OR 지하수 OR 염지하수) 

AND (염증* OR 관절염 OR 골관절염 OR 류마티스) AND (예

방* OR 개선* OR 치료*)) 

US, EP
WISDOMA

IN

AB=((“hot spring water” OR “mineral water” OR seawater 

OR groundwater) AND (inflamma* OR arthritis OR 

osteoarthritis) AND (prevent* OR improv* OR treat*))

검토결과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2013-0063627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조성물 Y

2 KR 10-2012-0016524
전용진, 

심승보

아산지역 온천수를 이용한 피부개선 

화장품 조성물
A

3 JP 1995-16280 芝耕三郎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용 온천수 조성물 A

4 - 인터넷 google 검색 - Medicinal Hot Waters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 본 발명은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 제주용암온천수가 골관절염에 효과적임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Diclofenac sodium과 함께 제주용암온천수 입욕을 병

행하였을 때 골관절염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보임을 실험을 통해 직접 규

명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다만, 선행문헌들을 통해 광천수, 온천수

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개시되어 있는바, 본 기

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함)가 선행문헌 

1 및 4를 이용하는 경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

니다(향후 진보성 지적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의약 용도발명의 경우 약리기전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

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판례에 태도에 해당하는바, 

종래 공지된 문헌에서는 실제 실험데이터를 통해 골관절염에 치료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사

료됨.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서는 다이클로페낙 나트륨 및 제주용암해수를 

병용 적용하여는 경우 골관절염 치료에 2배 이상 상승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다이클로페낙(diclofenac)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보조제로서의 용도를 새롭게 규명함

- 따라서 본 발명의 경우 향후 진보성 지적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실험을 

통한 골관절염 치료 효과 규명 및 다이클로페낙 화합물과 함께 병용 사용

에 따른 효과의 우수성을 주장하여 진보성을 주장할 수 있음 

B

시장성

 퇴행성 관절염(Degenerative arthritis)은 퇴행성 관절 질환 또는 골 관절염

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절 연골의 소실이나 퇴행성 변화의 영향으로 국소적

인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함. 인간 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로 

세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계 인구의 약 

10~15%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노년층 10명 중 8명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0년 306억 달러에서 연평균 3%로 성장하여 '18년 

406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통소염제와 히알루론

산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210억 달러로 세계 의약품 시장 7,490억 달러의 

약 2.8%를 차지함('14년)

A

가독립항

- 제주용암해수 또는 이의 농축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

- 제주용암해수 또는 이의 농축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관절염의 예방 또는 개선

용 입욕제 조성물.

- 다이클로페낙(diclofenac)의 골관절염 치료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보조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제주용암해수 또는 이의 농축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상기 제주용

해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에서 취수한 용암해수이며, 

상기 조성물은 외용제 제형인 것인 보조제 조성물.

- 인간을 제외한 개체에 다이클로페낙(diclofenac)을 투여하고, 이와 병행하여 제주용암해

수에 입욕을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골관절염의 치료방법.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KR 

10-2013-0063627
출원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원일 2011.12.07

기술명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조성물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3리 92-1번지 해안단구 지역 온천지의 지하 

1100m 지점에서 취수한 해양성 광천수를 함유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서, 상기 광천수는 미네랄 성분으로 칼륨 200~230㎎/L, 나트륨 7000~9500㎎/L, 칼슘 1400~1700

㎎/L, 마그네슘 900~1100㎎/L, 아연 3~9㎎/L, 스트론튬 25~35㎎/L, 셀레늄 200~500㎍/L, 바나듐 

65~75㎍/L, 게르마늄 0.5~1.5㎍/L, 망간 10~40㎍/L, 코발트 1~3㎍/L, 티탄 600~950㎍/L, 구리 

3~9㎍/L, 리튬 0.02~0.09㎎/L, 염소이온 16000~19500㎎/L, 불소이온 1.5~3.0㎎/L, 브롬이온 

40~56㎎/L, 황산이온 3000~4500㎎/L, 보론 0.8~1.2㎎/L 및 이산화규소 0.5~15㎎/L이 포함된 것

을 특징으로 함. 상기 광천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며, in vivo 실험에서도 류마티

스 관절염으로 인한 세포 파괴를 억제시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나타냄

[도 1]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광천수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용도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 대비 활성

성분 및 용도가 일부 유사하다고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1은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3리 92-1번지 해안단구 지역 온천

지의 지하 1100m 지점에서 취수한 해양성 광천수를 활성성분으로 하는 반면, 본 발명

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에서 취수한 용암해수에 해당하

는 바,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활성성분의 구성의 차이를 보이며; 선행문헌 1은 류마티

스 관절염 치료를 용도로 개시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골관절염 치료를 용도를 특징으

로 하고 있는바 치료하고자 하는 질환이 상이함. 한편, 선행문헌 1에서는 다이클로페낙

(diclofenac)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보조제로서의 용도는 전혀 개시하지 못함



선행문헌 4(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인터넷 google 검색 사이트
http://www.purevisionsorig.org/tibetan-medicine/

medicinal-hot-waters.html

기술명 Medicinal Hot Waters

선행문헌의 내용

- Medicinal waters and hot springs are described as external methods which help to cure 

many disorders in Sowa Rigpa. There are mainly five types of medicinal healing waters and 

five types of natural hot springs.

- Due to different mineral combination, mineral spring waters produce different tastes and 

effects on the body and mind. These waters help to pacify imbalances of three humors, 

blood and lymph disorders such as arthritis, as well as mild and chronic stomach disorders. 

They balance the mind and give strength to the body.

- Hot spring waters are heated by underground coal and other mineral combinations. The 

power of the fire brings up the boiled hot water, which becomes hot spring water. Hot 

spring waters are mainly used to cure rheumatism, arthritis, osteoporoses, various skin 

disorders, neurological, Phlegm (Badken) and chronic Wind disorders. It provides relief from 

the pain of stressed muscles and tired joints. . Bathing in hot springs gradually increases 

the temperature of the body, thus killing harmful germs and viruses. Heat also increases the 

blood circulation and cell oxygenation, which further helps to dissolve and eliminate toxins 

from the body. Increase of the flow of oxygen-rich blood throughout the body brings 

nourishment to the vital and vessel organs and tissues. Bathing in natural hot spring waters 

increases metabolism, thus aiding digestion. Various trace minerals in those waters, which 

are absorbed through the skin pores, not only nourish the body but also give mental 

relaxation, thus are beneficial for fatigue and insomnia.

- The minerals in those waters have positive therapeutic effects on skin diseases, such as 

eczema, diaper rash, dry scalp, women`s diseases, asthma, neuralgia, arteriosclerosis, 

hemorrhoids, rheumatisc, shoulder, neck and wrist pains, they join the broken bones, stop 

diarrhea and clean the energy from negative influence. They also have detoxifying and 

rejuvenating effects.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4는 온천수의 류마티즘 및 관절염 치료 용도를 개시하고 있어, 본 발명 대비 

활성성분과 용도가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2에서는 단순히 온천수의 다양한 기능을 개시하고 있은 뿐, 본 발명과 동일한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에서 취수한 

용암해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선행문헌 1에서는 다이클로

페낙(diclofenac)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보조제로서의 용도는 전혀 개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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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참좋은

조사자 변리사 심재만, 이춘백 연락처 010-7243-7989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상치콘크리트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종래 방파제의 상치콘크리트는 외해쪽에 설치되어 상측에서 하측으로 내려가면

서 넓어지는 경사구조를 갖게 설계됨으로써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꺼운 구

조로 설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종래의 상치콘크리는 단순히 월파를 방지하는 용도만

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치콘크리트의 위치를 한정하여 최대파력이 상치콘크리트에 작용하

지 않도록 함으로써, 두꺼운 구조를 가지지 않아도 파력의 절감효과를 월등히 향상시키

면서, 안전율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월파수를 구조물의 자중으로 이용하여 안

정성을 높일 수 있고, 상치콘크리트의 상면에 형성된 수조를 해수탕 또는 수영장 등의 

해양 헬스케어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특징이 있음.

KIOST Ref 2018-1-21 의뢰일자 2018-4-30 보고일 2018-05-17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1. 방파제 상치콘크리트 구조의 공개공보 또는 등록공보  

 2. 상치콘크리트에 수조를 형성하여 해양 헬스케어로 사용하는 구조의 선행기술

 3. 항만 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IPC 및 CPC 기술분류 E02B 7/00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키프리스, 

윕스
상치콘크리트, 수조, 케이슨, 배수구, 밸브, 경사면

일본

키프리스, 

윕스,일본

특허청

ケーソン, 上置コンクリート, 貯水槽, 排水穴, 弁, 傾斜面

검토결과

 본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이어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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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등록특허 

제10-0266703

한국해양연구

소
해수 수송용 파이프 A

2 한국
등록특허 

제10-0431572

한국해양연구

소
경사식 해수유입 방파제 A

3 한국
등록특허 

제10-1127401

지에스건설(

주) 외 2

상부유수실을 갖춘 상치구조물과 이를 

이용한 방파제
A

4 한국
등록특허 

제10-1256043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우수집수조 내장 케이슨 A

5 일본
등록특허

소화 제63-3084

財団法人電力

中央研究所
防波堤や護岸ゲイスン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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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1. 본 발명은 선행기술문헌 1 내지 5에 비하여 상치콘크리트의 상면에 

형성된 상부돌출부의 위치를 한정하여 월파의 세력을 크게 감쇄시킬 수 

있으면서, 안전율도 확보함과 더불어, 상치콘크리트에 형성된 수조를 해수탕 

또는 수영장 등의 해양 헬스케어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음.

 2. 본 발명은 내해와 접하는 쪽의 상면에 돌출된 구조를 가지며, 외해를 

향하여 아래방향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이 형성된 상부돌출부,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외벽에 형성되어, 수조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수구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음.

 3. 본 발명 상치콘크리트는, 두꺼운 구조를 가지지 않아도 파력의 

절감효과를 월등히 향상시켜 월파의 세력을 크게 감쇄시킬 수 있으면서 

안전율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 폭풍 또는 태풍 시 상치콘크리트의 상면에 

형성된 수조에 월파된 해수가 갇히도록 하여 월파 시 수괴가 직접 

상치콘크리트에 떨어지지 않고 수조 안의 해수에 떨어져 완충의 기능을 

하므로 구조 안정성이 증대되는 효과, 상치콘크리트 상면에 형성된 수조는 

해수탕 또는 수영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해양 헬스케어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현저함

 4.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성

가독립항

[청구항 1] 

내해와 접하는 쪽의 상면에 돌출된 구조를 가지며, 외해를 향하여 아래방향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이 형성된 상부돌출부,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외벽에 

형성되어, 수조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수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치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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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1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0266703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소 출원일 1998.05.22

기술명 해수 수송용 파이프 구조

선행문헌의 내용

1:해수유입용방파제 2:케이슨 3:수로 3a:유입구 5:유도파이프 6:배출구 14:저수조

-기술요지-

  방파제로 인하여 항 내/외 간에 해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가 오염되는 것을 해소하

여 항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케이슨(2)에 저수조(14)를 형성하고, 저수조(14)의 하부에 

유도파이프(5)를 설치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저수조(14)에 해수가 유입하게 되면, 해수의 정지수위보

다 저수지(14)의 수위가 높게 되고, 수두차에 의하여 저수조(14)에 저장된 외해의 해수가 항내로 공급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케이슨(2)에 저수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은 단순히 케이슨에 저수조를 형성하고, 그 저수조에 유입된 해수를 

내항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내해와 접하는 쪽의 

상면에 돌출된 구조를 가지며, 외해를 향하여 아래방향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이 형성된 

상부돌출부,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외벽에 형성되어, 수조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수구로 이루어지는 상치 콘크리트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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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2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0431572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원 출원일 2001.06.29

기술명 경사식 해수유입 방파제

선행문헌의 내용

10:상치구조물 11:유수실 12:파이프형수로 

- 기술요지-

  방파제로 인하여 항 내/외 간에 해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가 오염되는 것을 해소하

여 항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하고, 유수실(11)의 하

부에 파이프형 수로(12)를 설치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유수실(11)에 해수가 유입하게 되면, 해수의 

정지수위보다 유수실(11)의 수위가 높게 되고, 수두차에 의하여 유수실(11)에 저장된 외해의 해수가 

항내로 공급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2는 단순히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하고, 그 유수실(11)에 

유입된 해수를 내항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내해와 

접하는 쪽의 상면에 돌출된 구조를 가지며, 외해를 향하여 아래방향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이 형성된 상부돌출부,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외벽에 형성되어, 

수조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수구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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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3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127401
출원인

지에스건설(주), 

㈜항만건설기술단, 

㈜경승디씨아이

출원일 2011.08.10

기술명 상부유수실을 갖춘 상치구조물과 이를 이용한 방파제

선행문헌의 내용

210:베이스 220:파라펫 230:상부유수실 232:유수공간부 233:소파슬릿

-기술요지-

  선행기술 3은 외해에서 내해로 파랑이 진입하게 되면, 소파슬릿(233)에 의하여 1차적으로 파력을 감

쇄하고, 파랑의 파고가 큰 경우 파랑을 상부유수실(230)의 유수공간부(232)로 진입시킴으로써, 유수공

간부(232)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파력을 감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상부유수실(230)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3은, 단순히 파고가 큰 경우 파랑을 상부유수실(230)의 유수공간부(232)로 

진입시킴으로써, 유수공간부(232)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파력을 감쇄하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내해와 접하는 쪽의 상면에 돌출된 구조를 가지며, 외해를 향하여 

아래방향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이 형성된 상부돌출부,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외벽에 형성되어, 수조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수구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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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4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256043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원일 2011.10.26

기술명 우수집수조 내장 케이슨

선행문헌의 내용

10:케이슨 11:격벽 12:셀 20:우수집수조 30:상치콘크리트 34:취수관 35:펌프

-기술요지-

  케이슨(10) 내부의 격벽(11)에 의하여 구분된 셀(12)에 토사나 사석을 채워 자중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하고, 상치콘크리트(30)에는 취수관(34)을 형

성하여 우수집수조(20)의 물을 펌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4는, 단순히 케이슨(10) 내부에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하고, 그 우수를 펌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내해와 접하는 

쪽의 상면에 돌출된 구조를 가지며, 외해를 향하여 아래방향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이 

형성된 상부돌출부,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외벽에 형성되어, 수조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수구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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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5

문헌번호
일본등록특허

소화 제63-3084
출원인

財団法人電力中央

研究所
출원일 1983.12.12

기술명 防波堤や護岸ゲイスン

선행문헌의 내용

1:케이슨 5:제파경사면 6:체수지 7:배수공

-기술요지-

  파도의 파력을 경감할 수 있는 제파경사면(5)과, 월파된 해수는 체수지(6)에 보관하였다가 월파가 지

나간 후 배수공(7)을 통하여 외해로 배출함으로써, 항내로 월파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특징

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1)에 체수지(6)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4는 단순히 파도의 파력을 경감할 수 있는 제파경사면(5)과, 월파된 해수는 

체수지(6)에 보관하였다가 월파가 지나간 후 배수공(7)을 통하여 외해로 배출하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내해와 접하는 쪽의 상면에 돌출된 구조를 가지며, 외해를 향하여 

아래방향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이 형성된 상부돌출부,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외벽에 형성되어, 수조를 외부를 연통시키는 배수구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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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참좋은

조사자 변리사 심재만, 이춘백 연락처 010-7243-7989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가동식 파라펫 구조 (1)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종래 방파제의 구조에서는 해수 표면 위로 상치 콘크리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이 그 높이가 항상 일정하므로, 초기 건립 시 상치 콘크리트를 과

도하게 높일 경우에는 조망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상치 

콘크리트를 낮게 할 경우에는 폭풍이나 태풍에 의하여 파고가 높아져서 파도가 방파제

를 월파하는 현상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방파제 또는 호안에 설치된 파라펫이 평상 시에는 접혀져 있어 용이

하게 조망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월파 시에는 자동으로 기립하여 월파를 차단할 수 있

어 월파저감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월파수를 구조물의 자중으로 이용하여 안정성을 높

일 수 있는 것에 특징이 있음.

KIOST Ref 2018-1-22 의뢰일자 2018-4-30 보고일 2018-5-17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1. 방파제의 케이슨 및 상치콘크리트의 구조의 공개공보 또는 등록공보  

 2. 부력을 이용하여 월파를 방지하는 파라펫 구조의 선행기술

 3. 항만 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IPC 및 CPC 기술분류 E02B 7/00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키프리스, 

윕스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파라펫, 수조, 튜브, 탄성체, 가동판

일본

키프리스, 

윕스,일본

특허청

ケーソン, 上置コンクリート, パラペッ, 貯水槽, 弾性体, 動く板

검토결과

 본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이어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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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등록특허 

제10-0266703

한국해양연구

소
해수 수송용 파이프 A

2 한국
등록특허 

제10-0431572

한국해양연구

소
경사식 해수유입 방파제 A

3 한국
등록특허 

제10-1127401

지에스건설(

주) 외 2

상부유수실을 갖춘 상치구조물과 이를 

이용한 방파제
A

4 한국
등록특허 

제10-1256043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우수집수조 내장 케이슨 A

5 일본 등록특허 제5180945
日立造船株式

会社

起伏ゲート式防波堤の係留装置 (기복 

케이트식 방파제의 계류장치)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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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1. 본 발명은 선행기술문헌 1 내지 5에 비하여 월파 시 자동으로 파라펫을 

기립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음.

 2.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구비된 가동판이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에 

의한 압력과 연동하여 팽창하는 고무튜브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음.

 3. 월파 시 자동으로 파라펫을 기립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현저함

 4.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성

가독립항

[청구항 1] 

중공의 상자형태로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방파제 또는 안벽의 구조물로 

사용되며, 토사 또는 사석으로 내부를 채운 케이슨,

케이슨의 상부에 형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상치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의 상면에 구비되어 월파를 방지하는 파라펫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동식 파라펫 

[청구항 2]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치콘크리트는, 상면에 형성된 제1요입홈 및 

제2요입홈과, 내부에 중공의 형태로 구비된 수조와, 외벽에 형성되어 외부와 연통하는 

유통공과,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수조와 연통하는 배기공으로 이루어지고, 고무튜브가 

더 구비되되; 고무튜브는, 탄성 복원력을 가지는 고무재질이며, 제2요입홈에 양단부가 

고정되어 배기공을 밀폐하고, 가동판이 더 구비되되' 가동판은 제1요입홈의 상면에 

힌지에 의하여 회전이 가능한 상태로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동식 파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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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1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0266703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소 출원일 1998.05.22

기술명 해수 수송용 파이프 구조

선행문헌의 내용

1:해수유입용방파제 2:케이슨 3:수로 3a:유입구 5:유도파이프 6:배출구 14:저수조

-기술요지-

  방파제로 인하여 항 내/외 간에 해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가 오염되는 것을 해소하

여 항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케이슨(2)에 저수조(14)를 형성하고, 저수조(14)의 하부에 

유도파이프(5)를 설치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저수조(14)에 해수가 유입하게 되면, 해수의 정지수위보

다 저수지(14)의 수위가 높게 되고, 수두차에 의하여 저수조(14)에 저장된 외해의 해수가 항내로 공급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케이슨(2)에 저수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은 단순히 케이슨에 저수조를 형성하고, 그 저수조에 유입된 해수를 

내항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구비된 

가동판이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에 의한 압력과 연동하여 팽창하는 고무튜브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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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2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0431572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원 출원일 2001.06.29

기술명 경사식 해수유입 방파제

선행문헌의 내용

10:상치구조물 11:유수실 12:파이프형수로 

- 기술요지-

  방파제로 인하여 항 내/외 간에 해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가 오염되는 것을 해소하

여 항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하고, 유수실(11)의 하

부에 파이프형 수로(12)를 설치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유수실(11)에 해수가 유입하게 되면, 해수의 

정지수위보다 유수실(11)의 수위가 높게 되고, 수두차에 의하여 유수실(11)에 저장된 외해의 해수가 

항내로 공급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2는 단순히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하고, 그 유수실(11)에 

유입된 해수를 내항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구비된 가동판이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에 의한 압력과 연동하여 팽창하는 

고무튜브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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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3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127401
출원인

지에스건설(주), 

㈜항만건설기술단, 

㈜경승디씨아이

출원일 2011.08.10

기술명 상부유수실을 갖춘 상치구조물과 이를 이용한 방파제

선행문헌의 내용

210:베이스 220:파라펫 230:상부유수실 232:유수공간부 233:소파슬릿

-기술요지-

  선행기술 3은 외해에서 내해로 파랑이 진입하게 되면, 소파슬릿(233)에 의하여 1차적으로 파력을 감

쇄하고, 파랑의 파고가 큰 경우 파랑을 상부유수실(230)의 유수공간부(232)로 진입시킴으로써, 유수공

간부(232)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파력을 감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상부유수실(230)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3은, 단순히 파고가 큰 경우 파랑을 상부유수실(230)의 유수공간부(232)로 

진입시킴으로써, 유수공간부(232)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파력을 감쇄하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구비된 가동판이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에 의한 압력과 

연동하여 팽창하는 고무튜브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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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4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256043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원일 2011.10.26

기술명 우수집수조 내장 케이슨

선행문헌의 내용

10:케이슨 11:격벽 12:셀 20:우수집수조 30:상치콘크리트 34:취수관 35:펌프

-기술요지-

  케이슨(10) 내부의 격벽(11)에 의하여 구분된 셀(12)에 토사나 사석을 채워 자중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하고, 상치콘크리트(30)에는 취수관(34)을 형

성하여 우수집수조(20)의 물을 펌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4는, 단순히 케이슨(10) 내부에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하고, 그 우수를 펌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구비된 가동판이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에 의한 압력과 연동하여 팽창하는 

고무튜브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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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5

문헌번호
일본등록특허 

제5180945
출원인 日立造船株式会社 출원일 2009.11.24

기술명 起伏ゲート式防波堤の係留装置 (기복 케이트식 방파제의 계류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1:방파제 2b:부력실 3:텐션로드 5:축받이 16:카운터웨이트

-기술요지-

  항만의 저부에 설치된 방파제(1)는 텐션로드(3)과 카운터웨이트(16)에 의하여 접혀져 있다가, 방파제

를 기립시킬 때는 부력실(2b)에 급기장치에 의하여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부력을 생성시켜 방파제(1)

를 기립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부력실(2b)을 이용하여 방파제(1)를 기립시킨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부력에 의하여 

생성된 압력과 연동하여 가동판을 기립시킨다는 것과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5는 부력실에 부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급기장치가 필요한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구비된 가동판이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에 의한 

압력과 연동하여 팽창하는 고무튜브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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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참좋은

조사자 변리사 심재만, 이춘백 연락처 010-7243-7989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1. 방파제의 케이슨 및 상치콘크리트의 구조의 공개공보 또는 등록공보  

 2. 부력을 이용하여 월파를 방지하는 파라펫 구조의 선행기술

 3. 항만 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IPC 및 CPC 기술분류 E02B 7/00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키프리스, 

윕스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파라펫, 수조, 탄성체, 가동판

일본

키프리스, 

윕스,일본

특허청

ケーソン, 上置コンクリート, パラペッ, 貯水槽, 動く板

검토결과

 본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이어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됨.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가동식 파라펫 구조 (2)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종래 방파제의 구조에서는 해수 표면 위로 상치 콘크리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이 그 높이가 항상 일정하므로, 초기 건립 시 상치 콘크리트를 과

도하게 높일 경우에는 조망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상치 

콘크리트를 낮게 할 경우에는 폭풍이나 태풍에 의하여 파고가 높아져서 파도가 방파제

를 월파하는 현상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방파제 또는 호안에 설치된 파라펫이 평상 시에는 접혀져 있어 용이

하게 조망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월파 시에는 자동으로 기립하여 월파를 차단할 수 있

어 월파저감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월파수를 구조물의 자중으로 이용하여 안정성을 높

일 수 있는 것에 특징이 있음.

KIOST Ref 2018-1-23 의뢰일자 2018-4-30 보고일 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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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등록특허 

제10-0266703

한국해양연구

소
해수 수송용 파이프 A

2 한국
등록특허 

제10-0431572

한국해양연구

소
경사식 해수유입 방파제 A

3 한국
등록특허 

제10-1127401

지에스건설(

주) 외 2

상부유수실을 갖춘 상치구조물과 이를 

이용한 방파제
A

4 한국
등록특허 

제10-1256043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우수집수조 내장 케이슨 A

5 일본 등록특허 제5180945
日立造船株式

会社

起伏ゲート式防波堤の係留装置 (기복 

케이트식 방파제의 계류장치)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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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1. 본 발명은 선행기술문헌 1 내지 5에 비하여 월파 시 자동으로 파라펫을 

기립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음.

 2.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부력실과 가중실이 형성된 파라펫을 구비하고,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가 가중실로 유입되면 파라펫은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차단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음.

 3. 월파 시 자동으로 파라펫을 기립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현저함

 4.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성

가독립항

[청구항 1] 

중공의 상자형태로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방파제 또는 안벽의 구조물로 

사용되며, 토사 또는 사석으로 내부를 채운 케이슨, 케이슨의 상부에 형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상치콘크리트, 상치콘크리트의 상면에 함몰된 형태로 구비된 수조, 내부에 

분리된 공간부를 가지는 하우징을 포함하며, 수조의 상부면에 거치된 파라펫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동식 파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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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1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0266703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소 출원일 1998.05.22

기술명 해수 수송용 파이프 구조

선행문헌의 내용

1:해수유입용방파제 2:케이슨 3:수로 3a:유입구 5:유도파이프 6:배출구 14:저수조

-기술요지-

  방파제로 인하여 항 내/외 간에 해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가 오염되는 것을 해소하

여 항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케이슨(2)에 저수조(14)를 형성하고, 저수조(14)의 하부에 

유도파이프(5)를 설치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저수조(14)에 해수가 유입하게 되면, 해수의 정지수위보

다 저수지(14)의 수위가 높게 되고, 수두차에 의하여 저수조(14)에 저장된 외해의 해수가 항내로 공급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케이슨(2)에 저수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은 단순히 케이슨에 저수조를 형성하고, 그 저수조에 유입된 해수를 

내항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부력실과 가중실이 형성된 파라펫을 구비하고,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가 가중실로 

유입되면 파라펫은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차단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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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2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0431572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원 출원일 2001.06.29

기술명 경사식 해수유입 방파제

선행문헌의 내용

10:상치구조물 11:유수실 12:파이프형수로 

- 기술요지-

  방파제로 인하여 항 내/외 간에 해수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항내가 오염되는 것을 해소하

여 항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하고, 유수실(11)의 하

부에 파이프형 수로(12)를 설치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유수실(11)에 해수가 유입하게 되면, 해수의 

정지수위보다 유수실(11)의 수위가 높게 되고, 수두차에 의하여 유수실(11)에 저장된 외해의 해수가 

항내로 공급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2는 단순히 상치구조물(10)에 유수실(11)을 형성하고, 그 유수실(11)에 

유입된 해수를 내항으로 유입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부력실과 가중실이 형성된 파라펫을 구비하고,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가 

가중실로 유입되면 파라펫은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차단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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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3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127401
출원인

지에스건설(주), 

㈜항만건설기술단, 

㈜경승디씨아이

출원일 2011.08.10

기술명 상부유수실을 갖춘 상치구조물과 이를 이용한 방파제

선행문헌의 내용

210:베이스 220:파라펫 230:상부유수실 232:유수공간부 233:소파슬릿

-기술요지-

  선행기술 3은 외해에서 내해로 파랑이 진입하게 되면, 소파슬릿(233)에 의하여 1차적으로 파력을 감

쇄하고, 파랑의 파고가 큰 경우 파랑을 상부유수실(230)의 유수공간부(232)로 진입시킴으로써, 유수공

간부(232)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파력을 감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상부유수실(230)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3은, 단순히 파고가 큰 경우 파랑을 상부유수실(230)의 유수공간부(232)로 

진입시킴으로써, 유수공간부(232)에 의하여 2차적으로 파력을 감쇄하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부력실과 가중실이 형성된 파라펫을 구비하고,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가 가중실로 유입되면 파라펫은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차단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7 -

선행문헌 4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256043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원일 2011.10.26

기술명 우수집수조 내장 케이슨

선행문헌의 내용

10:케이슨 11:격벽 12:셀 20:우수집수조 30:상치콘크리트 34:취수관 35:펌프

-기술요지-

  케이슨(10) 내부의 격벽(11)에 의하여 구분된 셀(12)에 토사나 사석을 채워 자중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하고, 상치콘크리트(30)에는 취수관(34)을 형

성하여 우수집수조(20)의 물을 펌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수조와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4는, 단순히 케이슨(10) 내부에 우수집수조(20)로 활용되는 케이슨 셀(12)을 

형성하고, 그 우수를 펌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부력실과 가중실이 형성된 파라펫을 구비하고,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가 가중실로 

유입되면 파라펫은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차단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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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5

문헌번호
일본등록특허 

제5180945
출원인 日立造船株式会社 출원일 2009.11.24

기술명 起伏ゲート式防波堤の係留装置 (기복 케이트식 방파제의 계류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1:방파제 2b:부력실 3:텐션로드 5:축받이 16:카운터웨이트

-기술요지-

  항만의 저부에 설치된 방파제(1)는 텐션로드(3)과 카운터웨이트(16)에 의하여 접혀져 있다가, 방파제

를 기립시킬 때는 부력실(2b)에 급기장치에 의하여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부력을 생성시켜 방파제(1)

를 기립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부력실(2b)을 이용하여 방파제(1)를 기립시킨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부력실에 의하여 

가동판을 기립시킨다는 것과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5는 부력실에 부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급기장치가 필요한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수조의 상면에 부력실과 가중실이 형성된 파라펫을 구비하고, 

수조에서 차오르는 해수가 가중실로 유입되면 파라펫은 자동으로 기립함으로써, 월파를 

차단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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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참좋은

조사자 변리사 심재만, 이춘백 연락처 010-7243-7989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중공케이슨 및 그 시공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종래 케이슨은 오로지 밑에서 받쳐주면서 마찰저항을 제공하는 기능만 할 뿐이

어서, 케이슨과 해저면 사이의 마찰저항 적어져서 케이슨이 파력에 의하여 움직임이 발

생되는 것을 최소화 하려면 케이슨의 자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케이슨에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형성하며, 오픈 셀의 바닥을 분리 

가능한 차단판으로 막아 시공이 이루어지는 해면으로 이송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슨

의 오픈 셀을 밀봉하고 있는 차단판을 제거하면서, 오픈 셀에는 사석을 채우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채워, 시공이 편리하면서도 케이슨과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월등이 높

일 수 있는 중공케이슨 및 그 시공방법에 특징이 있음.

KIOST Ref 2018-1-24 의뢰일자 2018-4-30 보고일 2018-5-17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1. 방파제 케이슨 구조의 공개공보 또는 등록공보  

 2. 케이슨에 오픈셀 및 폐쇄형 셀이 구비된 구조의 선행기술

 3. 항만 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IPC 및 CPC 기술분류 E02B 7/00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키프리스, 

윕스
케이슨, 오픈셀, 차단판, 고리, 패킹

일본

키프리스, 

윕스,일본

특허청

ケーソン, オープンセル, 遮断板, 輪, パッキン

검토결과

 본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이어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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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등록특허 

제10-1290330

삼성물산주식

회사

원형셀을 구비한 소파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
A

2 한국
등록특허 

제10-172751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오픈 셀 케이슨 구조물 및 시공방법 A

3 한국
등록특허 

제10-1386626

주식회사 

예인이엔씨 

외 1

소파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
A

4 한국
등록특허 

제10-1694524
이인옥 항만구조물의 케이슨 A

5 일본
일본공개특허 

제2007-92509

東洋建設株式

会社
防波構造物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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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1. 본 발명은 선행기술문헌 1 내지 5에 비하여 케이슨에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형성하며, 오픈 셀의 바닥을 분리 가능한 차단판으로 막아 시공이 

이루어지는 해면으로 이송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슨의 오픈 셀을 

밀봉하고 있는 차단판을 제거하면서, 오픈 셀에는 사석을 채우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채워 시공이 편리하면서도 케이슨과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월등이 높일 수 있는 중공케이슨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음.

 2. 본 발명은 중공 박스형 구조의 케이슨 내부를 구분하여 셀을 형성시키는 

벽체, 상기 셀 중 해수와 접하는 외해 및 내해 쪽에 구비되고, 상면은 

개방되며, 저면은 폐쇄된 폐쇄형 셀, 상면과 저면이 개방되고, 폐쇄형 셀의 

사이에 구비된 오픈 셀, 오픈 셀 저면에 결합된 차단판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음.

 3. 본 발명 케이슨은 설치하기가 용이한 효과와, 시공이 편리하면서도 

케이슨과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월등이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현저함

 4.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성

가독립항

[청구항 1] 

중공 박스형 구조의 케이슨 내부를 구분하여 셀을 형성시키는 벽체, 상기 셀 중 

해수와 접하는 외해 및 내해 쪽에 구비되고, 상면은 개방되며, 저면은 폐쇄된 폐쇄형 

셀, 상면과 저면이 개방되고, 폐쇄형 셀의 사이에 구비된 오픈 셀, 오픈 셀 저면에 

결합된 차단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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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1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290330
출원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출원일 2009.11.03

기술명 원형셀을 구비한 소파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

선행문헌의 내용

100:케이슨 111:원형셀 113:중앙셀 120:격벽

-기술요지-

 파압 및 채움재의 측압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격벽(120)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셀(110)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셀(110)은 전방에 배치됨과 아울러, 종단면이 원형 구조로서 형성된 전방 원형 

셀(111) 을 포함하는 케이슨(100)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분할된 셀에 채움재를 충진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셀에 충진재를 충진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기술문헌 1은, 단순히 격벽(120)에 의해 분할되는 복수의 셀(110)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셀(110)은 전방에 배치됨과 아울러, 종단면이 원형 구조로서 형성된 전방 

원형 셀(111) 을 포함하는 케이슨(100)에 채움재를 충진하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케이슨에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형성하며, 오픈 셀의 바닥을 분리 가능한 차단판으로 

막아 시공이 이루어지는 해면으로 이송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슨의 오픈 셀을 

밀봉하고 있는 차단판을 제거하면서, 오픈 셀에는 사석을 채우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채워 시공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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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2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727510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원일 2016.04.12

기술명 오픈 셀 케이슨 구조물 및 시공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10:케이슨 30:채움재 50:뒤채음재

-기술요지-

 오픈 셀이 서로 마주하며 형성되는 인터 셀에 사석 형태의 채움재를 채워 이웃하는 케이슨을 

인터록킹함으로써 파랑이나 지반의 부등침하에도 불구하고 인터록킹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오픈셀과 폐쇄형셀을 구분하고 채움재를 충진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오픈셀에는 

사석을 충진하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한 것과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2는, 단순히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구분하고 충진재를 채우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케이슨에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형성하며, 오픈 셀의 바닥을 분리 가능한 

차단판으로 막아 시공이 이루어지는 해면으로 이송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슨의 

오픈 셀을 밀봉하고 있는 차단판을 제거하면서, 오픈 셀에는 사석을 채우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채워 시공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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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3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386626
출원인

주식회사 

예인이엔씨 외1
출원일 2012.04.25

기술명 소파구조물의 케이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

선행문헌의 내용

1000:케이슨 1121a:전방제1격실 1121b:전방제2격실 1122a:후방제1격실 1122b:후방제2격실 

1123:중앙격실

-기술요지-

 케이슨은, 전방으로 볼록한 기둥 형상 몸체의 내부를 가로지르는 전방측 격벽과 후방측 격벽 사이에 

형성되는 중앙 격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항측이 파랑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내부의 공간에서 충격을 최소화하여 내구성이 보장되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격실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케이슨에 셀을 구비하고 있는 

점과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3은, 단순히, 전방으로 볼록한 기둥 형상 몸체의 내부를 가로지르는 전방측 

격벽과 후방측 격벽 사이에 형성되는 중앙 격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케이슨에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형성하며, 오픈 셀의 바닥을 분리 가능한 

차단판으로 막아 시공이 이루어지는 해면으로 이송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슨의 

오픈 셀을 밀봉하고 있는 차단판을 제거하면서, 오픈 셀에는 사석을 채우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채워 시공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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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4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694524
출원인 이인옥 출원일 2016.08.19

기술명 항만구조물의 케이슨

선행문헌의 내용

1:케이슨 10:측벽 20:주격벽 30:주격실 40:보조격실 50:수직접촉면

-기술요지-

 양 측벽과 내부의 전,후 주 격벽을 아치형으로 형성함에 따라 각 격실에 채워지는 속채움재의 측압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가지면서 동일한 케이슨 단면규격에 대비하여 내부 격실 수를 최대한 줄여 전체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에 격실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케이슨에 셀을 구비하고 있는 

점과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4는 단순히 양 측벽을 아치형으로 형성함에 따라 각 격실에 채워지는 

속채움재의 측압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케이슨에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형성하며, 오픈 셀의 바닥을 분리 가능한 차단판으로 막아 시공이 

이루어지는 해면으로 이송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슨의 오픈 셀을 밀봉하고 있는 

차단판을 제거하면서, 오픈 셀에는 사석을 채우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채워 시공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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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5

문헌번호
일본공개특허 

제2007-92509
출원인 東洋建設株式会社 출원일 2006.08.25

기술명 防波構造物

선행문헌의 내용

10:사석마운트 11:제방체 12:셀구조의 본체 13:채움재 14:덮개콘크리트

-기술요지-

 방파구조물에 셀을 형성하고 채움재를 충진함으로서, 사석마운트로부터 발생하는 양압력을 저감시키

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방파구조물에 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케이슨에 셀을 구비하고 있는 

점과 일부 유사성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5는 단순히 방파구조물에 셀을 형성하고 채움재를 충진함으로서, 

사석마운트로부터 발생하는 양압력을 저감시키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케이슨에 

오픈 셀과 폐쇄형 셀을 형성하며, 오픈 셀의 바닥을 분리 가능한 차단판으로 막아 

시공이 이루어지는 해면으로 이송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케이슨의 오픈 셀을 밀봉하고 

있는 차단판을 제거하면서, 오픈 셀에는 사석을 채우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채워 

시공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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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참좋은

조사자 변리사 심재만, 이춘백 연락처 010-7243-7989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오픈셀 케이슨 상치콘크리트와 그 시공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종래 알려진 케이슨 구조물은 이웃하는 두 케이슨 사이에 철근이 엮여진 인터

록킹 구간을 만들고, 이러한 공간을 해수와 격리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웃하는 두 

케이슨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일체로 결합되는 구조가 알려져 있지만, 지반의 부등침

하가 일어날 때 응력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케이슨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이웃하는 케이슨을 오픈 셀로 인터록킹하고, 오픈 셀에는 사석을 충

진하며,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

항력을 상승시키고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

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음.

KIOST Ref 2018-1-25 의뢰일자 2018-4-30 보고일 2018-5-17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1. 방파제 케이슨 및 상치콘크리트 구조의 공개공보 또는 등록공보  

 2. 케이슨을 인터록킹 하는 구조 및 상치콘리트에 중공부가 구비된 구조의 선행기술

 3. 항만 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IPC 및 CPC 기술분류 E02B 7/00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키프리스, 

윕스
케이슨, 오픈셀, 상치콘크리트, 중공부, 구획판

일본

키프리스, 

윕스,일본

특허청

ケーソン, 上置コンクリート, オープンセル, 中空部, 区画板

검토결과

 본 발명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이어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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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등록특허 

제10-166416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인터록킹된 케이슨을 이용한 항만 

구조물
A

2 한국
등록특허 

제10-1727510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오픈 셀 케이슨 구조물 및 시공방법 A

3 한국
등록특허 

제10-1806855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모듈러 호안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A

4 한국
등록특허 

제10-1694524
이인옥 항만구조물의 케이슨 A

5 일본
일본특허공보 소화 

제62-48004

住友工業株式

会社
防波構造物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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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1. 본 발명은 선행기술문헌 1 내지 5에 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상승시키고,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음.

 2. 본 발명은 중공 박스형 구조의 내부를 구분하여 다수의 셀을 형성시키는 

벽체와, 중앙부분에 구비되며, 상면은 개방되고 저면은 밀봉된 폐쇄형 셀과, 

외측 양면에 구비되며, 상면과 저면 및 일측 옆면이 개방된 오픈 셀을 

포함하는 케이슨, 외측 양면에 구비되며, 상면과 저면 및 일측 옆면이 개방된 

중공부를 포함하는 상치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구성채택에 곤란성이 있음.

 3. 본 발명 이웃하는 케이슨을 오픈 셀로 인터록킹하는 효과, 오픈 셀에는 

사석을 충진하고,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상승시키는 효과,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키는 효과, 더불어 오픈 셀에 

사석을 채우기가 용이하고, 케이슨의 교체 시 사석의 제거 또한 용이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선행기술들에 비하여 효과의 차이가 현저함

 4.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다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성

가독립항

[청구항 1] 

중공 박스형 구조의 내부를 구분하여 다수의 셀을 형성시키는 벽체와, 

중앙부분에 구비되며, 상면은 개방되고 저면은 밀봉된 폐쇄형 셀과, 외측 양면에 

구비되며, 상면과 저면 및 일측 옆면이 개방된 오픈 셀을 포함하는 케이슨, 외측 양면에 

구비되며, 상면과 저면 및 일측 옆면이 개방된 중공부를 포함하는 상치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셀 케이슨 및 상치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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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1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664160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원일 2015.02.09

기술명 인터록킹된 케이슨을 이용한 항만 구조물

선행문헌의 내용

100:캡콘크리트  200:케이슨

-기술요지-

  케이슨 중 어느 하나가 손상되는 경우 교체하는 작업이 편리하도록 하고, 법선 방향의 외력, 즉, 

파랑 에너지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켜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록킹된 

케이슨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이 인터록킹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인터록킹된 케이슨과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은 단순히 케이슨을 끼워 맞춤 형식을 시공하여 인터록킹한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이웃하는 케이슨을 오픈 셀로 인터록킹하고, 오픈 셀에는 사석을 충진하며,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상승시키고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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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2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727510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출원일 2016.04.12

기술명 오픈 셀 케이슨 구조물 및 시공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10:케이슨 30:채움재 50:뒤채음재

-기술요지-

 이웃하는 두 케이슨의 마주하는 부위에 형성된 오픈 셀이 서로 마주하며 형성되는 인터 셀에 사석 

형태의 채움재를 채워 이웃하는 케이슨을 플렉시블하게 인터록킹함으로써 파랑이나 지반의 

부등침하에도 불구하고 인터록킹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서로 마주하며 형성되는 인터 셀에 사석을 채워 이웃하는 케이슨을 인터록킹 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케인슨 인터록킹 구조과 유사한 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2는, 단순히 오픈 셀이 서로 마주하며 형성되는 인터 셀에 사석을 채워 

이웃하는 케이슨을 인터록킹 하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이웃하는 케이슨을 오픈 

셀로 인터록킹하고, 오픈 셀에는 사석을 충진하며,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상승시키고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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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3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806855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출원일 2016.11.16

기술명 모듈러 호안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120;중간모듈 121:하부인터록킹부 130:상치모듈 132:하부인터록킹부 S:중공부

-기술요지-

 중앙요철부(133)에 의하여 구분된 하부인터로킹부(132)가 저면에 돌출 형성되어 중간모듈(120)의 

중공부(S2)에 하방으로 삽입 설치되며, 중공부(S3)가 형성되어 종방향으로 설치된 상치모듈(130)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상치모듈에 중공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 중공부가 형성된 

상치콘크리트와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3은, 단순히 중앙요철부(133)에 의하여 구분된 하부인터로킹부(132)가 

저면에 돌출 형성되어 중간모듈(120)의 중공부(S2)에 하방으로 삽입 설치되며, 

중공부(S3)가 형성되어 종방향으로 설치된 상치모듈(130)인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이웃하는 케이슨을 오픈 셀로 인터록킹하고, 오픈 셀에는 사석을 충진하며,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상승시키고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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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4

문헌번호
등록특허 

제10-1694524
출원인 이인옥 출원일 2016.08.19

기술명 항만구조물의 케이슨

선행문헌의 내용

1:케이슨 10:측벽 20:주격벽 30:주격실 40:보조격실 50:수직접촉면

-기술요지-

 양 측벽과 내부의 전,후 주 격벽을 아치형으로 형성함에 따라 각 격실에 채워지는 속채움재의 측압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가지면서 동일한 케이슨 단면규격에 대비하여 내부 격실 수를 최대한 줄여 전체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케이슨을 측벽에 의하여 연결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인터록킹된 케이슨과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4는 단순히 양 측벽을 아치형으로 형성함에 따라 각 격실에 채워지는 

속채움재의 측압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이웃하는 

케이슨을 오픈 셀로 인터록킹하고, 오픈 셀에는 사석을 충진하며,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상승시키고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8 -

선행문헌 5

문헌번호
일본특허공보 소화 

제62-48004
출원인 住友工業株式会社 출원일 1983.06.10

기술명 防波構造物

선행문헌의 내용

5:사석 6:하부제방체 9:중공부 12:상부제방체 14:측벽

-기술요지-

상부제방체와 하부제방체에 중공부를 형성하고, 하부제방체에는 충진재를 내장한 점에 특징이 있음.

의견

유사점
상부제방체와 하부제방체에 중공부를 형성한 점에서 본 발명의 케이슨에 셀을 

형성하고 상치콘크리트에 중공부를 형성 것과 일부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5는 단순히 상부제방체와 하부제방체에 중공부를 형성한 것에 반하여, 본 

발명은 이웃하는 케이슨을 오픈 셀로 인터록킹하고, 오픈 셀에는 사석을 충진하며, 

폐쇄형 셀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케이슨에 자중을 부여하면서 해저면과의 마찰저항력을 

상승시키고 부등침하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상치콘크리트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케이슨의 지반반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대신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영호 변리사 연락처 02-555-1205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탑재형 트라이포드 인공어초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상부 확장형 트라이포드 인공어초에 대한 것으로, 특히 삼각 기둥 형상으로 

형성되는 중심부; 상기 중심부의 각각의 측면에 배치되되 상측프레임이 자유단으로 갈

수록 적어도 한 번 이상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연장부; 및 피라미드 형상으로 상

기 중심부의 상측에 배치되는 상측부;를 포함하며, 상기 중심부와 연장부는 각각 복층으

로 구획되는 인공어초를 제공할 수 있음

 본 발명은 강도보강 구조와 자연석을 포함하는 중앙부의 무게중심에 의해 1점 투하가 

가능하여 인공어초의 설치가 용이한 효과가 있음

 

 또한, 본 발명은 유체 유동을 고려한 피라미드 형상의 상측부와, 중앙부에서 경사지게 

형성되는 연장부의 전체적인 형상, 또는 방패형의 격벽구조, 또는 중앙부 상측부와 하측

부의 보강재의 구조에 의해 풍랑과 조류에 대한 전복 또는 위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

는 효과가 있음

 

 또한, 본 발명은 복층 구조에 의해 저서성 어류, 회유성어류 및 고유 정착성 어류를 어

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KIOST Ref 2018-1-28 의뢰일자 2018.04.27 보고일 2018.04.30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인공어초, 삼각기둥, 피라미드, 다면체, 구조체 중심 키워드 검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다면+삼각기둥+피라미드+중앙+센터+센터+중심부+연장부+보강

재 + 트 라 포 드 + 자 연 석 + 구 조 체 + " M A N Y 

FACES"+trigonal+triangular+triangle+pyramid+center+centre+mi

ddle+extension+stiffener+ARMATURE+tetrapod)*(인공어초

+"ARTIFICIAL FISHING REEF"+"ARTIFICIAL 

REEF"+"fish-breeding structure"))*TL=[(인공어초+"ARTIFICIAL 

FISHING REEF"+"ARTIFICIAL REEF"+"fish-breeding 

structure")]

 KR, JP, 

US, EP
WIPSON

 (다면* or 삼각기둥* or 피라미드* or 중앙* or 센터* or 센터* 

or 중심부* or 연장부* or 보강재* or 트라포드* or 자연석* or 

구조체* or "MANY FACES" or trigonal* or triangular* or 

triangle* or pyramid* or center* or centre* or middle* or 

extension* or stiffener* or ARMATURE* or tetrapod*) and (인

공어초* or "ARTIFICIAL FISHING REEF" or "ARTIFICIAL REEF" 

or "fish-breeding structure")

검토결과

· 본 발명은 중심부, 연장부, 상측부를 포함하는 인공어초로서, 중심부는 삼각기둥 형

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장부는 중심부의 측면에 배치되되 상측프레임이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며, 상측부는 중심부의 상측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는 것이 특

징인데, 선행기술조사결과 트라이포드형 인공 어초에 대한 것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본 발명처럼 중심부의 상측부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고, 연장부와 중심부가 복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연장부와 격벽의 구조가 본 발명과 같은 

인공어초는 존재하지 않았음

 더욱이, 본 발명은 연장부 또는 격벽의 구조적 특징을 더 포함하고 있어서, 등록가

능성이 있음

· 인공어초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가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수중림 조성과 

어류의 산란장 역활을 담당할 인공어초를 개발함과 동시에 매년 발생하는 적조에도 

대비하기 위한 적조 방제용 인공어초 개발은 국내 수산업뿐만 아니라 수요층이 넓을 

것으로 예상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KR10-1708685(2016.12.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트라이포드 인공어초 Y

2 한국 KR10-0928465(2009.05.13) (주) 금성산업 조립식 인공어초 Y

3 미국 US9498901B1(2016.11.22)
ATLANTIS MARINE 

HABITATS, LLC

Process for forming an 

artificial reef
A

4 한국 KR10-0894325(2009.04.24) 해주이엔씨(주) 트라이포드형 해중림 어초 A

5 일본 JP2014-0168422(2014.09.18) IHI CORP 산란초 및 인공어초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 본 발명은 중심부, 연장부, 상측부를 포함하는 인공어초로서, 상측부는 중

심부의 상측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는 것이 특징임. 또한, 본 발명에

서 중심부는 삼각기둥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장부는 내부를 구획하는 

격벽을 한 개 이상 포함하며, 상기 격벽은 직(정)사각형 형상으로, 각 모서

리가 제거되고 중앙에 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함. 

- 선행문헌조사 결과, 트라이포드형 인공 어초에 대한 것이 일부 존재하였으

나, 본 발명처럼 중심부의 상측부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고, 연장부와 

중심부가 복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연장부와 격벽의 

구조가 본 발명과 같은 인공어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가능성 

있음

A

시장성

 인공어초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가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수중림 

조성과 어류의 산란장 역활을 담당할 인공어초를 개발함과 동시에 매년 발생

하는 적조에도 대비하기 위한 적조 방제용 인공어초 개발은 국내 수산업 분

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는 모든 국

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넓을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서, 시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임

A

가독립항

【청구항 1】

다면체로 형성되는 중심부;

상기 중심부의 각각의 측면에 배치되는 연장부; 및



종합의견 등급
(S-A-B-C-D)

상기 중심부의 상측면에 배치되는 상측부;를 포함하는 인공어초.

【청구항 1】

다면체로 형성되는 중심부;

상기 중심부의 각각의 측면에 배치되는 연장부; 및

상기 중심부의 상측면에 배치되는 상측부;를 포함하는 인공어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부는 삼각 기둥 형상으로 형성되는 인공어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부는,

각각의 변을 형성하는 메인프레임;

상기 메인프레임의 각 측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배치되는 바 형상의 측면보강재;

상기 메인프레임 상측면의 중앙부분과 각각의 모서리 부분이 노출되도록 상기 메인프레

임의 상측면에 배치되는 상측보강재; 및

상기 메인프레임 하측면의 각각의 모서리부분에 배치되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하측보

강재;를 포함하는 인공어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프레임의 각각의 측면에서 X자 형상으로 배치되는 보조보강재를 더 포함하는 

인공어초.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중심부의 내측에는 자연석이 배치되는 인공어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부는 상측프레임이 자유단으로 갈수록 적어도 한 번 이상 하측으로 경사지게 



종합의견 등급
(S-A-B-C-D)

형성되는 인공어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부는 상기 중앙부의 측면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상기 연장부 내부를 구획하는 

격벽을 적어도 한 개 이상 포함하는 인공어초.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격벽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상으로 형성되되, 각각의 모서리가 제거되고 중

앙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홈이 형성되는 인공어초.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부 자유단의 측면에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형성되되, 각각의 모서리가 제거되고 

중앙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홈이 형성되는 마감벽이 배치되는 인공어초.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측부는 피라미드 형상으로 상기 중심부의 상측에 배치되는 인공어초.



선행문헌 1

문헌번호 KR10-1708685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원일 2015.06.03

기술명  트라이포드 인공어초

선행문헌의 내용

1. 다수개의 형강으로 연결된 사다리꼴 형상의 조립체가 둔각을 갖는 3방향으로 배열되고, 조립체의 

바닥에는 고정말뚝과 매몰방지판이 설치되며, 중앙에 위치된 각각의 조립체에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해

저면에 설치되는 어초틀;

상기 어초틀 내에 그늘막을 형성하여 해양생물들이 은신, 산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상기 

조립체가 3방향으로 배열된 어초틀 상부에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형태로 설치되는 차광판; 및

상기 어초틀 내에서 은신, 산란, 서식 중인 해양생물들이 먹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먹이생물의 

부착을 유도하고, 강제(鋼製)로 이루어지고, 다수개의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어초틀 내에 다수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고, +형상과 × 형상으로 교대로 배열되면서 상부가 어초틀의 중심체 쪽으로 

기울어지게 설치되는 격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이포드 인공어초.

(도면)

      

의견

유사점

- 트라이포드 인공어초라는 점에서 유사

- 사다리꼴 형상의 다수 조립체가 배열된 점에서 유사

- 차단판(차광판)이 어초틀 상부에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형태로 설치된 점에서 유사 

차이점

- 선행문헌 1은 사다리꼴 형상의 조립체가 둔각을 갖는 3방향으로 배열되어 설치되었

으나, 본 발명은 중심부(삼각기둥형상), 연장부, 상측부를 포함하는 인공어초로서, 중

심부는 삼각기둥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장부는 중심부의 측면에 배치되되 상측

프레임이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며, 상측부는 중심부의 상측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KR10-0928465 출원인 (주) 금성산업 출원일 2007.11.08

기술명  조립식 인공어초

선행문헌의 내용

3. 지지프레임(201)에 의해 구성된 육면체 형상을 가지며, 사방(四方)면은 격사상으로 형성된 보조프레

임(202)으로 형성되고, 상기 격자상의 보조프레임(202)은 일부가 차단판(203a)에 의하여 막혀 있으며, 

바닥면은 대각선방향으로 형성된 대각선프레임(204a)이 형성되고, 상부면은 수평으로 일정간격으로 이

격된 수평프레임((205)이 다수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베이스부(200);와, 상기 베이스부(200) 사방(四

方)면에 설치되며, 

보조프레임(211)으로 형성된 수직단면이 직각삼각형인 오면체형을 가지며, 바닥면의 프레임 구조와 동

일한 형상을 가지도록 상부방향으로 일정간격 이격되게 다수개 층을 이루어 다수의 이격된 공간면

(212)이 형성되며,

상기 다수의 공간면에 교호되게 차단판(213a)이 형성되는 제1측면부재(210);와, 상기 베이스부(200)

상부면에 설치되며, 육면체 형상을 가지며 육면(六 面) 모두가 격자상의 보조프레임(221)으로 형성되

어 일부가 차단판(223a)에 의하여 막혀 있으며, 상기 베이스부(200) 바닥면의 대각선프레임(204a)의 

교차점인 중앙에서 상향 수직으로 상부면 중앙을 통과하는 지주프레임(206)과 연결되어 상단부에 고리

(224)가 배치되어 있는 상측부재(220);와, 상기 상측부재(220) 상부면에 설치되며, 보조프레임(231)으

로 형성된 수직단면이 직각삼각형인 오면체형을 가지며, 바닥면의 프레임 구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

도록 상부방향으로 일정간격 이격되게 다수개층을 이루어 다수의 이격된 공간면(232)이 형성되며, 상

기 다수의 공간면에 교호되게 차단판(233a)이 형성되는 제2측면부재(230);로 구성되어 다단으로 쌓여

지는 공지된 조립식 인공어초(100)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부(200-1)의 육면(六面)이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된 대각선프레임(204b)이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인공어초.

(도면) 

의견

유사점

- 다수의 이격된 공간면 및 다단형의 인공어초라는 점에서 유사

- 차단판(차광판), 보조/대각선 프레임, 측면부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 

- 내부에 자연석 등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유사

차이점

- 선행문헌 1은 육면체 형상으로 사방에 설치되었으며, 상측부재, 베이스부, 제1측면 

및 제2측면부재로 이루어지나, 본 발명은 중심부(삼각기둥형상), 연장부, 상측부를 포

함하는 인공어초로서, 중심부는 삼각기둥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부의 내측에

는 자연석이 배치되고, 연장부는 중심부의 측면에 배치되되 상측프레임이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며, 상측부는 중심부의 상측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3

문헌번호 US 9498901 B1 출원인
ATLANTIS MARINE 

HABITATS, LLC
출원일 2014.05.30

기술명  Process for forming an artificial reef

선행문헌의 내용

1. A process for forming an artificial reef, the process comprising:

forming a form having a geometric shape; applying at least one blockout onto a surface of said 

form, the blockout extending outwardly of said surface of said form and having an exposed end 

surface opposite said form; spraying concrete over an exterior of said form and over said 

exposed end surface of the blockout; curing the sprayed concrete on said form for a period of 

time; removing the blockout from the surface of the form and from the cured sprayed concrete; 

and removing the form from the cured sprayed concrete. 

- 인공어초(artificial reef) 형성 방법으로, 콘크리트(석회석표면)의 고체 삼각 블록형태로 배치됨  

(도면)        

의견

유사점 - 삼각형상(triangular-shaped member)의 인공어초라는 점에서 유사

차이점

- 선행문헌 1은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형태를 형성하는 단계와, 블록 아웃이 형태의 표

면의 외측으로 연장되도록 형태의 표면 상에 적어도 하나의 블록 아웃을 적용하는 

단계, 형태 상에 스프레이 가능한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단계 및 일정 시간 동안 상기 

형태 상에 상기 분무 가능한 콘크리트를 경화시키는 단계, 상기 형태의 표면 및 상기 

경화된 분무 가능한 콘크리트로부터 상기 블록 아웃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경화 

된 분무 가능한 콘크리트로부터 상기 형태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삼각형상의 

인공어초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나, 본 발명은 중심부(삼각기둥형상), 연장부, 상측부

를 포함하는 인공어초로서, 중심부의 내측에는 자연석이 배치되고, 연장부는 내부를 

구획하는 격벽을 한 개 이상 포함하며, 상기 격벽은 직(정)사각형 형상으로, 각 모서

리가 제거되고 중앙에 홈이 형성되며, 상측부는 중심부의 상측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4

문헌번호 KR10-0894325 출원인 해주이엔씨 (주) 출원일 2009.01.19

기술명  트라이포드형 해중림 어초

선행문헌의 내용

1. 해조류와 패류의 육성을 위하여 연안해역의 해저면에 시설되는 인공어초에 있어서,

상기 인공어초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삼각대 형태로 배치되는 침하저항용 지지다리(1)와, 상기 각각의 

지지다리(1) 사이에 해당하는 공간을 따라 적층식으로 설치되는 연결판(2)과, 상기 각각의 연결판(2) 

상부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정 설치되는 조류부착판(21)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각각의 지지다리(1) 상단부는 상단연결부(12)를 형성하면서 일체로 연결 설치되고, 상기 각각의 

연결판(2) 양측 단부는 지지다리(1)와 일체로 연결 설치되며, 상기 조류부착판(21) 사이의 간격은 패류

나 치어의 은폐공간(22)을 형성토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이포드형 해중림 어초. 

(도면)        

의견

유사점 - 트라이포드형(삼각대형상) 인공어초라는 점에서 유사

차이점

- 선행문헌 1은 삼각대 형태로 배치되는 침하저항용 지지다리(1)와, 상기 각각의 지지

다리(1) 사이에 적층식으로 설치되는 연결판(2), 및 조류부착판으로 이루어진 인공어

초에 관한 것이나, 본 발명은 중심부(삼각기둥형상), 연장부, 상측부를 포함하는 인공

어초로서, 연장부는 내부를 구획하는 격벽을 한 개 이상 포함하며, 상기 격벽은 직

(정)사각형 형상으로, 각 모서리가 제거되고 중앙에 홈이 형성되며, 상측부는 중심부

의 상측에 피라미드 형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5

문헌번호 JP2014-0168422 출원인 IHI CORP 출원일 2013.03.04

기술명  산란초, 인공어초 및 해양생물의 산란 장소 제공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1. 수중에 설치되어 해양생물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는 산란초에 있어서 침수 가능한 기초 구조체와 상

기 기초 구조체에 배치됨과 동시에 산란면을 구성하는 음극과 상기 음극과 대치하는 위치에 배치된 양

극를 가지며, 상기 음극 및 상기 양극 사이에서 통전시킴으로써 상기 음극의 표면에 전착 피막을 형성

하고 증식 대상인 해양생물의 산란 시기의 직전에 상기 전착 피막을 박리해 부착물을 제거한 후, 상기 

전착 피막을 재형성하고 상기 전착 피막의 표면을 상기 산란 장소로서 제공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란초.

5. 수중에 설치되어 해양생물의 주처를 제공하는 인공 어초에 있어서 청구항1~청구항 4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산란초를 구비하고, 상기 기초 구조체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어초.

- 인공어초의 전체 외형이 삼각기둥, 사각기둥, 삼각뿔, 사각뿔 등의 입체적 형상을 가지고 있고 콘크

리트제의 지주(프레임)나 벽면(패널)에 의해 구성 

 (도면) 

       

의견

유사점 - 삼각기둥을 포함하는 인공어초라는 점에서 유사

차이점

- 선행문헌 1은 산란초를 구비하고, 상기 기초 구조체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체인

인공어초에 관한 것이나, 본 발명은 중심부(삼각기둥형상), 연장부, 상측부를 포함하

는 인공어초로서, 중심부의 내측에는 자연석이 배치되고, 연장부는 중심부의 측면에 

배치되되 상측프레임이 하측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며, 상측부는 중심부의 상측에 피라

미드 형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주상퇴적물 수동채취 보조기구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하구 및 갯벌을 포함하는 연안환경에서 일정 깊이(약 2 m)의 주상퇴적물 시

료를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라이너의 상단에 밸브를 구비한 장치(Head)가 결합

되고, 이 장치의 밸브와 휴대용 진공펌프를 연결함으로써 시료 채취시 진공펌프를 조작

하여 라이너 상부의 진공상태를 유지시켜 시료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임. 이와 같이 라

이너(파이프)를 퇴적층에 시추할 때 발생하는 시료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라이너의 헤드에 견인줄을 결합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라이너의 회수(빼내는 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KIOST Ref 2018.01.36 의뢰일자 2018.05.23 보고일 2018.05.31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주상 퇴적물을 수동으로 채취하기 위한 라이너(파이프)을 관입하고 진공으로 

유지시킨 후 빼내기 위한 수단이 속한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퇴적물*채취+시료*채취+토양시료*채취+채취기+샘플링*관입+샘

플러+코어샘플링

EU KIPRIS
G01N1/02+E21B49/02*sampling+samplER*soil+sediment+dep

osit+core

검토결과
 본 발명과 같은 기술분야로서 코어를 이용한 채취장치가 발견되었으나 진공펌프를 

구비하거나 견인줄을 이용하여 견인하는 구성을 발견하지 못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20-0476076

(2015.01.26.)
김휘중외2 수중 퇴적물 시료채취기 Y

2 EU 00241750
Bauer, Wulf, 

Dr.

샘플 유지 캐패시티를 가진 조합 토양 

채취기와 토양 코어 샘플러
 Y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하구 및 갯벌을 포함하는 연안환경에서 일정 깊이

(약 2 m)의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원통형의 라이

너 상단에 밸브를 구비한 장치(Head)가 결합되고, 이 장치의 밸브와 휴대용 

진공펌프를 연결하도록 구성되며, 견인줄이 결합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퇴

적층에 라이너가 관입되어 시료가 채취된 후 밸브를 개방하고 진공펌프를 작

동시켜 라이너의 내부 상부 공간을 진공상태로 형성함으로써 채취된 시료가 

하부로 빠져나가는 등의 교란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퇴적층에 관입된 

라이너를 용이하게 견인하여 빼낼 수 있는 구성 등은, 조사된 선행기술들과

는 구조적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장치(Head)와 라이너의 결합 

및 분리구조, 밸브와 진공펌프의 연결구조, 견인줄의 연결구조 등에 새로운 

구성이 추가될 경우에 등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권리성 : 라이너를 이용한 채취기(수동 코어방식)에서 진공펌프를 선택적으

로 결합하고, 견인줄을 연결하는 구조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본 발명은 해저 퇴적물의 수직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퇴적물 

채취기로서, 이러한 퇴적물 채취기 기술의 개발은 활발히 진행중암. 채취기 

기술 시장은 점차 크게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규모 또한 점

점 커지고 있는 추세로, 채취기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879억 달러에

서 2015년 2,216억달러로 성장함.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퇴적물 시료 채취

기 분야의 시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B

가독립항

  [청구항 1] 중공관 형상의 라이너가 토양이나 해저 퇴적물에 관입될 때 라이너의 내

측 상부를 선택적으로 개폐하기 위한 밸브를 구비하여 상기 라이너 상단에 기밀을 유지

하여 결합되는 캡부재; 및

  상기 밸브와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라이너의 내측 상부에 음압을 형성하기 위한 

진공펌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상 퇴적물 수동 채취장치.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20-0476076 출원인 김휘중 출원일 2013.05.20

기술명 수중 퇴적물 시료채취기

선행문헌 1의 내용

[그림 1]

  원형의 단면 모양을 가지고 길게 연장된 관체로서, 상기 관체의 내부에 토양시료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상단부와 하단부가 모두 개방된 시료 채취관; 상기 시료 채취관의 상단부에 결합되는 
상부마개; 상기 시료 채취관의 하단부에 결합되는 하부마개; 상기 상부마개에 형성된 니플 삽입공; 상
기 니플 삽입공에 결합되는 니플; 및 상기 니플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캡 너트를 포함하고, 상기 
니플은 상기 상부마개에 결합되었을 때 상기 상부마개 외부로 노출되는 제1관체부의 표면에 제1나사
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니플은 그 길이방향을 따라 내부에 원형의 내부 통과공을 가지며, 상기 내
부 통과공은 상기 시료 채취관의 내부와 연통되어 있으며, 상기 캡 너트의 내부면에는 제3나사부가 형
성되어, 상기 니플의 제1나사부와 상기 캡 너트의 제3나사부가 서로 맞물려 결합되며, 시료 채취자가 
상기 시료 채취관을 잡아당겨 빼내더라도 시료 채취관 속에 들어갔던 토양 시료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상기 니플의 내부 통과공을 상기 캡 너트로 막으면, 시료 채취관의 내부에 음압이 발생될 수 있는 것
이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은, 원통형의 중공관 상단에 밸브가 형성된 캡을 구비하여 

시료에 관입된 후 시료를 채취하도록 된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1은 관입 후 캡 너트를 니플에 체결한 후 관체를 빼내게 되면 관체의 내부

에 음압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시료와 관체의 내주면 사이에 틈이 발생할 경

우에 음압이 해제되어 시료가 관체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나, 

  본 발명은 캡부재의 밸브에 휴대용 진공펌프를 연결하여 라이너의 내측 상부 공간을 

인위적으로 진공상태로 형성하여 채취된 시료를 교란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0241750 B1 출원인 Bauer, Wulf, Dr 출원일 1987.03.19

기술명
Combination soil auger and soil core sampler with sample retaining capacity

(샘플 유지 캐패시티를 가진 조합 토양 채취기와 토양 코어 샘플러)

선행문헌 2의 내용

블레이드를 구비한 원통형의 본체튜브와, 본체 튜브에 구비되는 슬리브수단과, 본체튜브의 상단에 결

합되는 캡과, 헨들부착수단 등으로 이루어져 채취된 샘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된 토양 코어 샘플러 장

치임. 

의견

유사점
 본 발명과 선행문헌 2는, 원통형의 중공관 상단에 캡이 결합된 상태에서 

튜브(라이너)를 시료에 관입한 후 시료를 채취하도록 된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2에는 본 발명과 같이 캡부재의 밸브에 휴대용 진공펌프를 연결하여 라이

너의 내측 상부을 인위적으로 진공상태로 형성하여 채취된 시료를 교란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선행문헌 2와 본 발명은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수층 조사장비 보조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연안에서 수층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센서장비

(CTD, YSI 등)의 운용 정확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센서 통신줄의 입수

각도 및 입수시간, 그리고 조류 방향과 세기 등을 감지한 후 이를 토대로 윈치의 구동

모터를 제어하여 센서장비의 입수시 센서장비를 원하는 깊이로 입수(투하)하도록 구성됨

으로써, 수층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임. 특히 케이블이 겹침

형 가이드수단에 의해 조류의 간섭을 회피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측정장비를 정확한 수심

으로 투하할 수 있는 것임.

KIOST Ref 2018.01.36 의뢰일자 2018.05.23 보고일 2018.05.31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조사장비를 해양에 투입 및 인양하는 장치에 관련한 키워드 선정 및 이러한 

조사장비를 투입 및 인양하는 장치가 속한 IPC를 선정하여 선행기술조사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환경탐지*수직강하, 해양*센서*투입, 

감지*측정*윈치,윈치*케이블*관리

일본 KIPRIS
DEPLOYMENT+RECOVERY, 

MARINESURVEY*WINCH*CONTROL,WINCH*SENSING 

검토결과

 본 발명과 같은 기술분야로서 조사장비를 윈치를 이용하여 수중으로 투입하고 인양

하는 유사기술이 발견되었으나, 케이블이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안고 수직으로만 이동

하도록 하여 측정장비를 정확한 수심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구성을 발견하지 못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특허제1396578호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소형선박용 해양 조사장비 투입 및 
인양장치 Y

2 대한민국 특허제1226569호 ㈜디앤샤인
유/수중 환경 탐지용 자동 수직 

강하장치
Y

3 일본 소63-42496 삼정조선 무인탐사기의 테더 케이블 A

4 일본 특허제6271420호
오노시 지로 

외 4인

원격조작 수중 작업기를 위한 듀얼모드 

케이블 시스템
A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연안에서 수층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센서장비(CTD, YSI 등)의 운용 정확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센서 통신줄의 입수각도 및 입수시간, 그리고 조류 방향과 세기 

등을 감지한 후 이를 토대로 윈치의 구동모터를 제어하여 센서장비의 입수시 

센서장비를 원하는 깊이로 입수(투하)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수층의 물리/화학

적 특성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검색된 선행기술에서 확인

되는 바와 같이 측정수단의 수심(투입깊이)를 측정하는 기술이나 장력 등을 

제어하는 기술들이 이미 공지되어 있어서 진보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따라

서, 센서장비가 단부에 결합된 케이블이 조류 등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투입

되지 않고 경사지게 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중겹침형 가이드 수단를 

부가하여 케이블의 투하시 수직방향으로만 투하되도록 함으로써 센서장비가 

정확한 수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의 기술 구성이 추가된다면 특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권리성 : 본 발명에서 센서장비가 정확한 수심의 위치로 투입될 수 있도록 

케이블의 풀리는 길이, 속도 및 방향을 감지하여 이를 토대로 센서장비가 정

확한 깊이의 수심에 투입되도록 하는 구성과, 추가적으로 센서장비가 수직으

로 투입되도록 하는 가이드 수단은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임. 

  

B

시장성

  본 발명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자재들 중 광의의 하역장치에 속한

다. 이러한 하역장치로서의 윈치 시장은 조선업의 성장과 함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많은 성장을 하였나 조선업의 성장둔화에 따라 기자재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현실임. 그러나, 기초과학연구분야에서는 조선업과는 별개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수층 조사장비 

보조장치의 시장성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C

가독립항

  [청구항] 

  단부에 측정장비가 결합된 케이블을 풀거나 감도록 구동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윈치휠;

  상기 케이블의 풀리는 길이와 감기는 길이를 감지하도록 상기 윈치휠의 지지 프레임

에 설치되는 케이블 길이 감지센서; 및

  상기 케이블이 관통되도록 중공형으로 형성되고 다수개가 겹쳐지게 구성되어 조사선

에 직하방으로 설치되며. 최하단은 상기 측정장비와 연결되어 상기 측정장비가 하강할 

때 차례대로 직하방으로 펼쳐지면서 상기 케이블이 조류에 간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겹침형 가이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감지센서가 감지한 감지신호를 토대로 상기 구동모터가 구동 제어되어 기 입력

된 수치의 수심으로 상기 측정장비를 투입하고, 상기 측정장비가 투입될 때 상기 케이블

이 상기 겹침형 가이드 수단에 의해 조류의 간섭을 회피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층 조사장치.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특허제1396578호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원일 2012.05.22

기술명 소형선박용 해양 조사장비 투입 및 인양장치

선행문헌 1의 내용

  선행문헌 1은 한쪽 상면에는 윈치장치가 구비되고, 장방형 격자 구조로 형성되며, 고무보트나 소형
선박의 좌,우측 난간의 상면에 안착되어 고정되는 수평 프레임; 상기 수평 프레임의 한쪽 끝단 영역에
서 하향으로 설치되고, 고무보트나 소형선박의 측부에 고정되는 수직프레임; 상기 수평 프레임의 상면
으로 접혀지거나 설정된 각도로 세워지도록 상기 수평 프레임의 다른쪽 끝단 영역에 하단부가 회동가
능하게 힌지 결합되고, 상단부에는 상기 윈치장치에 의해 귄취되는 와이어 또는 로프가 안내되고 지지
되기 위한 로울러가 설치되는 와이어 지지 프레임; 및 상기 수평 프레임에 일단이 힌지 결합되고, 타
단은 상기 와이어 지지 프레임이 세워졌을 때, 상기 와이어지지 프레임에 결합되어 상기 와이어 지지 
프레임의 세워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지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수직 프레임의 일측면에는, 수중
으로 입수되어 해양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가 설치되기 위한 센서 설치부재가 구비되며, 상기 
수평 프레임은, 고무보트나 소형선박의 크기에 대응되도록 길이조절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길이조절수
단은, 다수개의 조절공이 천공되고, 중공형으로 형성된 제1 프레임; 상기 각 조절공과 선택적으로 일
치하는 다수개의 멈춤공이 천공되고, 상기 제1 프레임의 내부로 일단이 삽입되도록 형성된 제2 프레
임; 및 상기 제1 프레임 내부로 제2 프레임이 삽입되어 서로 일치하는 조절공과 멈춤공으로 끼워져 상
기 제1,2 프레임의 조절된 길이를 고정하기 위한 위치고정부재를 포함하는 소형선박용 해양 조사장비 
투입 및 인양장치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은 수중상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해양 조사장비를 윈치

를 이용하여 조사선에서 수중으로 투입할 수 있고, 사용이 완료된 해양 조사장비를 수 

중으로부터 인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은 단순히 윈치를 이용하여 해양 조사장비를 수중으로 투입하고 인양하는 

기술만 언급되어 있을 뿐, 본 발명과 같이 윈치가 자동으로 제어되어 측정장비를 설정

된 수심으로 정확하게 투입하는 기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선행문헌 1은 

와이어를 수직방향으로만 가이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수중으로의 투입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조사장비가 정확한 수심으로 투입될 수 없는 것임에 반하여, 본 발

명은 케이블의 길이 또는 윈치휠의 회전 수 등을 토대로 케이블의 풀리거나 감기는 정

도를 감지하여 측정장비가 자동으로 정확한 수심으로 투입되도록 할 수 있고, 수중으로 

투입되는 케이블이 겹침 가이드 수단에 의해 보호되므로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

는 특징적 구성을 갖기 때문에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특허제1226569호 출원인 ㈜디앤샤인 출원일 2010.07.29

기술명 유/수중 환경 탐지용 자동 수직 강하 장치

선행문헌 2의 내용

  선행문헌 2는 중공의 하우징; 상기 하우징 내부에 설치된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전원선 또는 신호
선 및 장력 유지를 위한 철심이 단일의 외피로 피복되어 이루어지고 그 자유단에 센싱 장비가 연결된 
케이블을 승강시키는 전동 윈치; 상기 케이블의 강하거리를 측정하는 강하거리 측정부; 센싱 장비가 
위치할 유/수면하의 원하는 깊이를 입력받는 키 입력부; 상기 센싱 장비에 의해 측정된 신호를 입력받
는 측정신호 입력부; 상기 측정신호 입력부로 입력된 신호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부 및 상기 강하거
리 측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신호에 의해 케이블의 강하거리를 체크하면서 상기 전동 윈치를 구동하여 
수면거리 측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수면거리와 상기 키 입력부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깊이에 해당하는 거
리만큼 상기 케이블을 강하시키는 구동 제어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유/수중 환경 탐지용 자동 수
직 강하 장치임.

의견

유사점

  본 발명과 선행문헌 2는 각종 수중 또는 유중 환경을 탐지하는 센싱 장비를 수면 

또는 유면으로부터 원하는 깊이에 자동으로 위치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2는 강하거리 측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신호에 의해 케이블의 강하거리를 체

크하면서 전동 윈치를 구동하여 수면거리 측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수면거리와 키 입력

부로부터 입력받은 깊이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케이블을 강하시키도록 된 것이나, 케이

블이 하강할 때 케이블이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블을 겹침 가이드 수단으로 

가이드 하도록 된 본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이민오 연락처 02-6714-1144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전극 수밀 및 전기적 연결/분해, 과충/과방 방지, 결함 체크를 위한 해수배터리 제작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수배터리에 관한 것으로, 해수배터리는 해수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물질로, 해수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과 물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시 생산함.

본 발명의 기술적 목적/효과는 아래와 같음.

1. 모든 해수배터리는 (동일한) 해수에 노출되므로 모든 해수배터리의 +/- 전극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밀 되어야 함.

2. 모든 해수배터리는 복수개로 적층되어 사용되기 위해 다른 셀과 전기적으로 연

결/분해가 가능해야 함.

3. 모든 해수배터리는 운용 중 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수배터리 각 셀의 결

함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함.

4. 모든 해수배터리는 스펙상 정의된 일정 전압/전류로 충/방전이 이뤄져야 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 셀의 파손이 유발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함.

KIOST Ref 2018.01.38 의뢰일자 2018.05.25 보고일 2018.06.05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해수 배터리 자체가 신기술에 해당되어 선행기술 자체가 거의 검색되지 않음. 인터넷 

등을 통해 선도 연구소(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교수)의 동향 등을 참고하여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산정함.

키 워 드 국가 DATA 검색식



검색조건

검 색 식

BASE

대한민국 윕스 이온 and 이차 전지 and 나트륨

US 윕스 Na and battery and salt

검토결과

 선행기술의 경우, 본 발명과 동일/유사 기술분야로서 이온 함유 용액을 이용하는 이

차 전지 모듈을 개시하나, 본 발명의 목적/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10-2018-0025616 울산과학기술원 이온 함유 용액을 이용하는 이차 전지 모듈 Y

2 US 2018/0123170A
SUMITOMO 

CHEMICAL

Nonaqueous electrolyte for sodium 

secondary battery
Y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해수배터리의 양/음 전극을 완전히 수밀하는 구조, 과충전/과

방전을 방지하는 구조, 복수의 셀 중에서 특정 셀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모듈에 특허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구조/모듈에 권리성이 부여될 것으로 판

단됨.

B

시장성

본 발명은 최신 기술에 해당되는 발명으로, 해수배터리에 관한 것임.

해수배터리는 기존의 리튬배터리의 크기적 한계, 비용적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배터리로써, 점진적으로 기존의 배터리들의 영역을 잠식할 것으로 

판단됨. 본 발명에 따른 해수 배터리는 구조적 안정성 및 기술의 우수성에 

의해 기존의 리튬배터리 시장에 그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가독립항

  [청구항 1] 복수의 셀을 구비하는 해수 배터리에 있어서,

  복수의 셀 각각은 양/음 전극을 완전히 수밀하는 수밀제;

  과충/과방 방지 모듈; 정전류 모듈;을 구비하여,

  상기 해수 배터리는 결함이 발생된 셀을 추적가능한, 해수 배터리.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2018-0025616 출원인 울산과학기술원 공개일 2018.3.9

기술명 이온 함유 용액을 이용하는 이차 전지 모듈

선행문헌 1의 내용

[대표도]

  선행문헌 1에 개시된 이차 전지 모듈은, 음극부, 양극부 및 음극부와 양극부 사이에 위치하는 고체 
전해질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단위셀; 복수개의 단위셀이 안착되는 복수개의 홈이 배열된 본체; 및 본
체의 양극부와 외부의 이온 함유 용액이 유동하는 슬릿 사이에 마련된 양극 콜렉터와 본체의 음극부와 
양극 콜렉터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음극 콜렉터를 갖는 콜렉터부를 포함함.

의견

유사점

 양 발명은 복수의 단위 셀을 구비하고 해수에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유사함. 특히, 양 발명은 복수의 단위셀이 적층되어 단위셀 간의 전기 연결/전기 

분해가 수행되는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1은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인 i) 모든 해수배터리의 +/- 전극이 완전히 독립

적으로 수밀되는 구성 ii) 특정 셀의 결함 여부가 체크되는 구성 iii) 과충전, 과방전이 

방지되는 구성이 명확하게 개시되지 않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2018/0123170A 출원인 SUMITOMO 

CHEMICAL

공개일 2018.5.3

기술명
Nonaqueous electrolyte for sodium secondary battery and sodium secondary 

battery

선행문헌 2의 내용

선행문헌 2에 개시된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는 나트륨 2차 전지는 일부 경우에 높은 충전-방전 사이클 

특성을 가질 수 있음. 선행 2의 목적은 우수한 충전-방전 사이클 특성을 제공하는 나트륨 이차 전지에 

전해질 용액을 제공할 수 있음.

의견

유사점 양 발명은 과충전/과방전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개시된 점에서 일부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2에는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인 i) 모든 해수배터리의 +/- 전극이 완전히 독

립적으로 수밀되는 구성 ii) 특정 셀의 결함 여부가 체크되는 구성이 명확히 개시되지 

않았으며, 선행2에는 충전-방전 사이클 특성을 제공하는 나트륨 이차 전지에 제공되는 

전해질 용액이 개시되므로, 본 발명의 전자회로적으로 과충전/과방전을 해결하려는 것

과는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해수배터리와 해수배터리 시스템을 위한 무전원 부착행물 방지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다수개로 이루어진 해수배터리의 각 전극판에 해양생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거나,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각 전극판 사이에 빗살구조를 갖는 제거

부재가 파도 또는 조류에 의해 설정된 거리 내에서 이동하도록 하여, 제거부재가 이동

하면서 각 전극판 사이에 부착된 해양생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임.

KIOST Ref 2018-01-38 의뢰일자 2018.05.25 보고일 2018.06.05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해수배터리(해수전지) 및 해양 구조물의 해양생물 제거수단에 관련한 키워드 선정 및 

해수배터리 및 해양생물 제거수단이 속한 IPC를 선정하여 선행기술조사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해수전지*생물,해수발전*생물,해수전지*부착,해수전지*부착

해양구조물*생물*부착,구조물*생물*제거, 생물*부착억제, 해양생

물*제거

일본국

미국
KIPRIS

sea water battery,sea water battery*sticking+ 

adherence+adhesion+cohesion, sea water battery*removal

검토결과

 본 발명에 따른 해수전지(해수배터리)가 속한 IPC 및 유사 검색어를 토대로 선해익

술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해수 배터리 자체가 신기술에 해당되어 해수전지의 극판에 

부착된 생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선행기술은 발견하지 못했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특허 제10-1347731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조개류 부착방지장치 A

2 대한민국 특허 제10-1556103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생물 부착 방지장치 A

3 일본국 공개 제1980-35460호
일본전지

주식회사
적층형 해수전지 A

4 일본국 공개 제1996-279360호

주식회사 

유아사 

코퍼레이션

해수전지 A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에서 각 전극판 사이에 빗살구조를 갖는 제거부재가 

파도 또는 조류에 의해 설정된 거리 내에서 왕복 이동하도록 하여, 제거부재

가 무동력으로 이동하면서 각 전극판 사이에 부착된 해양생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성은, 선행기술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특허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됨. 다만, 단순히 각 전극판 사이에 빗살구조의 제거부재를 구비한 구

성만을 청구하여 권리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형성한다면  2 - 3개의 관련 선

행기술들에 의해 진보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권리성 : 해수전지의 전극판 사이에 각각 빗살구조의 제거부재가 설치되어 

조류나 파도에 의해 이동하면서(무동력)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는 구성이 권

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

시장성

  본 발명이 속하는 ‘해수전지(해수 배터리)’는 신기술에 속한다. 이러한 해

수전지는 바닷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리튬 

이온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해수 내 나트륨 이온을 이용하며, 기존의 리튬배

터리의 크기적 한계, 비용적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배터리임. 따라서, 

점진적으로 기존의 배터리들의 영역을 잠식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UNIST와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이 3년간 50억을 해수전지 개발에 투입

할 정도로 발전적인 미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특히 본 발명에 

따른 해수전지는 기술의 우수성에 의해 시장 진입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A

가독립항

  [청구항 1]

  소정의 간격으로 배치된 각 전극판 사이에 위치하는 다수개의 제거단을 구비한 제거

부재; 및 

   상기 제어부재가 파도나 조류 또는 해류에 의해 설정된 방향으로만 왕복 이동하면서 

상기 전극판에 부착된 해양생물을 제거하거나 부착되지 않도록 상기 제거부재를 안내하

기 위한 안내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전지용 해양생물 제거장치.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출원인 출원일

기술명

선행문헌의 내용

도면이 있으면 도면 중심으로 설명

의견

유사점

차이점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출원인 출원일

기술명

선행문헌의 내용

도면이 있으면 도면 중심으로 설명

의견

유사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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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용 지자기 드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지뢰탐사방법 (가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지뢰를 탐지할 수 있도

록 구성되는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용 지자기 드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지뢰탐사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지뢰탐지 및 제거를 

위해 주로 운용되고 있는 차량형 지뢰탐지체계 및 지뢰탐지 로봇은 비용이 매우 고가인

데 더하여 탐지영역이 제한적인 관계로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에 영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얻어진 이미지의 모자익(mosasic) 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지뢰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제시된 바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지뢰

매설지역은 잡초 등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영상 이미지만으로 지뢰를 탐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반면, 자력(magnetic filed)은 매설된 금속성 지뢰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육안으로 지뢰

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지뢰를 탐사할 수 있으며, 이에, 무인항공기

(UAV)를 이용한 지자기탐사(AMS; Airborne Magnetic Surveys) 방식을 이용하면 공간적

인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단시간에 빠르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신된 좌

표에 따라 탐사하고자 하는 지뢰매설지역 상에서 정밀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RTK DGPS 이동국모듈; 탐사고도를 정밀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e) 모듈;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모듈; 지뢰매설지역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측정하여 지뢰를 탐지하기 위한 자력탐사모듈을 포함하여 구

성되는 멀티콥터 비행체와, 무선통신모듈을 통하여 멀티콥터 비행체로부터 측정된 고도, 

좌표 및 3차원 자력데이터를 포함하는 각종 정보를 전송받고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도록 구성되는 육상 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멀

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용 지자기 드론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지뢰탐사 시스

템 및 지뢰탐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KIOST Ref 2018-1-42 의뢰일자 2018.07.03. 보고일 2018.07.10.



- 2 -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지뢰를 탐지 및 제거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검색을 수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주요 키워드 

KR, US, 

EP, JP, 

PCT 

KIPRIS,

WIPS 

드론, 비행체, 무인비행체, 무인기, 지뢰, 지뢰탐지, 지뢰탐사, 지

뢰제거, 지뢰탐지 시스템, 지뢰탐사 시스템, 지뢰제거 시스템

drone, airplane, unmanned aerial vehicle, UAV, mine, mine 

detection, mine exploration, mine removal, mine detection 

system, mine exploration system, mine removal system

검토결과

 선행문헌 1에는 드론과 같은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하여 측정된 3차원 자력데이터

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여 분석하는 것에 의해 지층의 자화 이상체를 탐지하는 멀티

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3차원 항공자력탐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항공자력탐사 방

법에 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선행문헌 2에는 드론에 설치된 자기장

센서를 이용하여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문헌 

1과 선행문헌 2를 조합하면 본 발명에 제시된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등록특허 10-1582959 

(2015.08.05.) 
(주)지오룩스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3차원 

항공자력탐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항공자력탐사 방법

Y

2 KR
등록특허 10-1832673 

(2018.02.20.)
오병후 드론을 이용한 지뢰탐지 및 제거방법 Y 

3 KR
등록특허 10-1656150 

(2016.06.09.)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지표면의 하부에 매장된 오브젝트를 

탐지하는 오브젝트 탐지 비행 장치
A 

4 KR
등록특허 10-0974484 

(2010.08.02.)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자력탐사용 휴대용 무인비행선 및 이를 

이용한 자력탐사 시스템
A 

5 US
US 8,240,238 B2 

(2010.07.08.) 

Byron J. 

Willner

METHODS AND APPARATUSES FOR 

DETECTING AND NEUTRALIZING 

REMOTELY ACTIVATED EXPLOSIVES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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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드론과 같은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하여 탐사지역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된 고도, 좌표 및 3차원 자력데이터를 포함하는 

탐사정보를 육상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육상 관제시스템에서 분석을 수

행하고 분석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도록 구성되는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

한 지뢰탐사 시스템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나, 선행문헌 1에는 드

론과 같은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하여 측정된 3차원 자력데이터를 휴대단말

기로 전송하여 분석하는 것에 의해 지층의 자화 이상체를 탐지하는 기술내용

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문헌 2에는 드론에 설치된 자기장센서를 이용하여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여기서, 본 발명은 멀티콥터 비행체가 라이다(LiDAR) 모듈을 더 포함하고, 

육상 관제시스템을 통해 지뢰를 탐지하는 점에서 선행문헌 1에 제시된 멀티

콥터 비행체와 휴대단말기 및 선행문헌 2에 제시된 탐지드론과 제거드론의 

구성과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만으로는 심사관에 의해 종래기술의 

단순결합이나 설계변경으로 간주되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발명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3차원 자력데이터를 분석하

여 지뢰의 유무 및 위치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예

를 들면, 금속지뢰 이외에 비금속 지뢰도 탐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과 같이, 

종래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본 발명에 따르면,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체를 이용하여 지뢰 매설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탐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지뢰탐사 및 제거를 

위해 사람이 직접 지뢰 매설지역을 이동하면서 지뢰탐지기를 이용하여 지뢰

를 탐지해야 함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

하였던 기존의 지뢰탐사 및 제거작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의 지뢰탐사 장비 및 방식을 대체하여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가독립항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 시스템에 있어서, 

 탐사지역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멀티콥터 비행체; 및 

 상기 멀티콥터 비행체에 의해 측정된 고도, 좌표 및 3차원 자력데이터를 포함하는 탐

사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탐사정보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도록 구

성되는 육상 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멀티콥터 비행체는, 

 미리 설정된 좌표에 따라 상기 비행체를 이동시키기 위한 RTK DGPS 이동국모듈; 

 상기 비행체의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라이다(lidar) 모듈;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모듈; 및 

 탐사지역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측정하여 지뢰를 탐지하기 위한 자력탐사모듈을 포

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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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582959호
출원인 (주)지오룩스 등록일 2015.12.30.

기술명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3차원 항공자력탐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항공자력탐사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3차원 항공 자력탐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3차원 항공 자

력탐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내부에 정밀 좌표를 수신하는 RTK DGPS 이동국 모듈(230)을 구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 또는 지층 상부로 정밀하게 이동한 후 지표 또는 지층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

를 측정하는 멀티콥터 비행체(110); 무선통신 인터페이스(130); 및 무선통신 인터페이스(130)와 연동

되어 멀티콥터 비행체(110)의 고도, 탐사 진행방향을 관찰하고 멀티콥터 비행체(110)에서 측정된 3차

원 자력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한 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휴대단말기(14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멀

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3차원 항공자력탐사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음. 

[선행문헌 1의 도 3, 도 4]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RTK DGPS 이동국 모듈(230) 및 통신모듈(240)을 포함하여 3차원 자력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구성되는 멀티콥터 비행체(110)를 이용하여, 측정대상지역 상에 

멀티콥터 비행체(110)를 정밀하게 이동시키고 측정대상지역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층 또는 지표의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자화 이상체

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3차원 항공

자력탐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항공자력탐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본 발명

의 드론을 통해 지뢰매설지역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측정하여 지뢰를 탐지하도록 

구성되는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용 지자기 드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지

뢰탐사방법과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멀티콥터 비행체(110)로 측정된 정보를 휴대단말기(140)로 전송하여 

자화 이상체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내용만이 제시되어 있고, 본 발명과 같이 라이다

(LiDAR) 모듈을 포함하는 멀티콥터 비행체 및 육상 관제시스템에서 분석을 수행하여 

지뢰를 탐지하는 구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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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832673호 
출원인 오병후 등록일 2018.02.20.

기술명 드론을 이용한 지뢰탐지 및 제거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무인방식의 드론을 이용하여 지상이나 지하에 매설된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법

에 관한 것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매설된 지뢰(M)를 탐지할 수 있는 지뢰탐지장치(20)가 구비된 탐지

드론(10)을 이용해 지뢰를 탐지하고, 탐지드론(10)에 의해 확보된 지뢰위치에 폭발물(33)이 실려있는 

제거드론(30)을 이용해 폭발물을 투여하여 지뢰를 제거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탐지드론(10)은, 지상에

서 비상하여 자기장센서를 이용해 지뢰를 탐지하고, 탐지된 지뢰의 위치를 맵핑함과 동시에 형광물질

을 도포하며, 상기 제거드론(30)은, 탐지드론(10)에 의해 맵핑되고 형광물질이 도포된 정보를 이용히여 

지뢰의 주위에 폭발물(33)을 설치한 뒤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폭발물(33)을 폭발시켜 지뢰(M)를 제거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지뢰탐지 및 제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선행문헌 2의 도 1]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지상에서 비상하여 자기장센서를 이용해 지뢰를 탐지하는 탐지드론(10)

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드론을 통해 지뢰매설지역 내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측정하여 지뢰를 탐지하도록 구성되는 본 발명의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한 지뢰탐사

용 지자기 드론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지뢰탐사방법과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2는 지뢰를 탐지하는 탐지드론(10)과 지뢰를 제거하는 제거드론(30)을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지뢰탐지 및 제거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본 발명과 같이 멀티콥터 

비행체를 이용하여 탐사지역의 3차원 자력데이터를 수집하고, 멀티콥터 비행체로부터 

고도, 좌표 및 3차원 자력데이터를 육상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육상 관제시스템에

서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구성에 대하여는 구체적

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동인 변리사 연락처 02-6677-762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해양미생물 Streptomyces에서 분리한 4종의 신물질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양 미생물 Streptomyces로 분리한 화합물 1 내지 4 및 상기 화합물의 

뇌질환 치료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화합물 1 화합물 2

화합물 3 화합물 4

KIOST Ref 2018-1-43 의뢰일자 2018.06.20. 보고일 2018.06.26.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스트렙토마이세스 및 글리세라이드를 키워드로 선정 및 검색 ~ 화합물 1 내지 

4의 구조식 및 IUPAC 명을 이용한 검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W I P S , 

KIPIRIS, 

GOOGLE

 (스트렙토 or strepto) and (글리세 or glycer)

 trioxa and (tricyclo or tricyclic) and undecane

검토결과   화합물 1 내지 4와 동일한 화합물은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중국 2016.06.14
Jing. S.

et al.

Diocollettines A, an unusual tricyclic 

diarylheptanoid derivative from the 

rhizomes of Discorea collettii

A

2 덴마크 2000.10.31
P.Nielsen

et al.

Tricyclic nucleosides derived from 

D-glucose. Synthesis and 

conformational behaviour

A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선행문헌 1 및 2에는 본 발명의 화합물과 구조가 유사한 화합물이 개시되

어 있으나, 화합물의 경우 일부 구조적 차이로 화합물 전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상이할 수 있으며, 선행문헌들에는 신경 세포의 염증 억제 효

과에 대해서는 개시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들 문헌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발명의 화합물 1 내지 4에서 공통되는 부분의 구조를 중심으로 화학식

을 일반화하여, 더 넓은 권리 범위 확보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A

시장성

  본 발명의 화합물 중 화합물 1 내지 3은 신경 세포의 염증 억제 효과가 상

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합물 4는 신경 세포의 염증 억제 효과가 

우수하지만, 동시에 강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화합물을 곧바로 실제 신경 세포의 염증 억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본 발명 화합물의 약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

가독립항

【청구항 1】

  아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

  [화학식 1]

  

  식 중에서,

  X1은 H 또는 OR이고;

  R은 H 또는 –Y-Z이고;

  Y는 카보닐 또는 탄소 수 1 내지 6개의 알킬이고;

  Z는 탄소 수 5 내지 10개의 치환 또는 비치환 아릴이고;

  상기 아릴이 치환되는 경우 그 치환기는 하이드록시기, 탄소 수 1 내지 6개인 알킬기 

및 아미노기로 구성된 군에서 1개 이상 선택되는 것이고;

  X2는 탄소 수 3 내지 12개의 포화 또는 불포화 알킬, 또는 탄소 수 3 내지 12개의 알

케닐이다.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 출원인 Jing. S. et al. 출원일 2016.06.14.

기술명
 Diocollettines A, an unusual tricyclic diarylheptanoid derivative from the rhizomes 

of Discorea collettii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도고로마 (Dioscorea collttii) 뿌리줄기로부터 분리한 화합물에 관한 논문입니다. 

선행문헌 1에서는 분리한 화합물의 입체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의 화합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명 화합물 1 선행문헌 1

  

  선행문헌 1에서는 상기 화합물을 인간 폐암 세포주에 처리하여 IC50=20.15μM 정도의 세포 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신경 세포 염증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의 화합물 1과 선행문헌 1의 화합물은 그 모핵이 고리 중에 산소를 포함하는 

삼환식 화합물로서, 산소 원자의 개수와 위치, 및 히드록시기가 붙는 위치가 

동일합니다.

차이점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해양 미생물인 스트렙토미세스로부터 분리한 것인 데에 비해, 

선행문헌 1의 화합물은 도고로마 뿌리줄기로부터 분리한 것인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의 화합물은 치환기의 종류 및 위치가 상이한 점, 본 

발명의 화합물의 고리에 히드록시기 대신 아미노벤조산 모이어티가 붙을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 발명의 화합물 1 내지 4는 미세교세포에서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낸 

데에 비해, 선행문헌 1의 화합물은 폐암 세포에 대해 세포 독성을 나타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 출원인
Poul Nielsen

et al.
출원일 2000.10.31.

기술명
  Tricyclic nucleosides derived from D-glucose. Synthesis and conformational 

behaviour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글루코오스로부터 유도된 삼환식 뉴클레오사이드 합성 방법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선행문헌 2에서는 D-글루코오스를 전구체로 이용하여 삼환식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티민을 더 

결합시켜 뉴클레오사이드를 합성하였으며, 합성한 뉴클레오사이드의 입체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발명과 선행문헌 2의 화합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명 화합물 3 선행문헌 2

  

  선행문헌 2에서는 종래 이환식 뉴클레오사이드가 항바이러스성 효소로서 활성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환식 뉴클레오사이드를 변형, 삼환식 구조를 합성하였으나, 합성한 삼환식 

뉴클레오사이드의 효소 활성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의 화합물 3과 선행문헌 2의 화합물은 그 모핵이 고리 중에 산소를 포함하는 

삼환식 화합물인 점에서 유사합니다.

차이점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해양 미생물인 스트렙토미세스로부터 분리한 것인 데에 비해, 

선행문헌 2의 화합물은 글루코오스 및 티민을 이용하여 합성한 화합물인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 발명과 선행문헌 2의 화합물은 고리에 붙는 히드록시기의 개수 및 그 

위치가 상이하며, 본 발명의 화합물은 알켄기와 아미노벤조산 모이어티가 붙는 데에 

비해, 선행문헌 2의 화합물은 티민이 붙는 점에서 구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 발명의 화합물 1 내지 4는 미세교세포에서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낸 

데에 비해, 선행문헌 2에서는 화합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대신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영호 변리사 연락처 02-555-1205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적조생물의 수직 이동 특성을 이용한 적조 모니터링 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적조 모니터링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적조를 야기하는 와편모조류 등의 식

물 플랑크톤이 낮에는 표층으로, 밤에는 저층으로 수직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적조 

현상을 모니터링함.

 본 발명은,

 적조 현상을 감시하려는 곳의 수면에 떠 있는 부유형 감시기,

 상기 부유형 감시기에 연결되어 수면 근처의 엽록소 양을 측정하는 엽록소 센서, 및

 상기 엽록소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기초로 적조 주의보나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 발

령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경보발령부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수면 근처에서 나타나는 엽록소 양의 변화

를 기초로 적조 주의보나 경보를 발생시킴

 본 발명에 따르면, 적조를 일으키는 특정 플랑크톤만이 갖는 특이적 특성을 이용하여 

적조 현상을 판단하므로, 정확하게 적조 현상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이적 특성

(수직 이동 특성)은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므로, 적조 현상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음

KIOST Ref 2018-06- 의뢰일자 2018.06.15 보고일 2018.06.19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적조, 엽록소 중심 키워드 검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적조 + 녹조) * (엽록소 + 클로로필) 

 KR, JP, 

US, EP
WISDOMAIN

 (적조 or (red* and tid*)) and (엽록소 or 클로로필 or 

Chlorophyll)

검토결과

 수중의 클로로필-a를 검출하는 기술, 클로로필-a를 이용하여 적조나 녹조 현상을 

판단하는 기술, 적조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등은 개시되어 있음

 본 발명은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만이 갖는 수직 이동 특성을 이용하여 적조 현

상을 판단하므로, 정확하게 적조 현상을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의 특

이적 특성은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적조 현상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본 발명의 특징은 각 선행기술에 개시된 바 없으며, 새로운 특징으로 평가되

어,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적조로 인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 어류 폐

사 등 그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조 현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시스템은 해당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시장성을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KR10-1446037(2014.

10.01)
㈜동양화학

 라이다를 이용한 수심별 수온 및 

녹조 및 적조 발생 예찰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예찰 방법

Y

2 한국
KR10-1236896(2011.

12.19)

주식회사 환경 

바이오

클로로필－ａ 측정을 이용한 조류 

제거 시스템
Y

3 한국
KR10-2008-0064762

(2008.07.09.)
강용균  해양 식생 영상 방법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 본 발명은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만의 특이적 특성을 이용하여 적조 현

상을 판단하므로, 정확하게 적조 현상을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의 특이적 특성(수직 이동 특성)은 하루를 주기

로 일어나므로, 적조 현상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음

- 선행문헌조사 결과, 수중의 클로로필-a를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조나 

녹조 현상을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은 개시되어 있음

-

- 그러나,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만의 특이한 수직 이동 특성을 이용하여 

적조 현상을 판단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새로운 것으로 평가되므로,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음

A

시장성

 적조로 인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 

어류 폐사 등 그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조 현상을 정

확하고 신속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시스템은 해당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시장성을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A

가독립항

 적조 현상을 감시하려는 곳의 수면에 떠 있는 부유형 감시기,

 상기 부유형 감시기에 연결되어 수면 근처의 엽록소 양을 측정하는 엽록소 센서, 및

 상기 엽록소 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기초로 적조 주의보나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 발

령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경보 발령부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수면 근처에서 나타나는 엽록소 양의 변화

를 기초로 적조 주의보나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조 모니터링 장치



선행문헌 1

문헌번호 KR10-1446037 출원인 ㈜동양화학 출원일 2013.05.07

기술명
 라이다를 이용한 수심별 수온 및 녹조 및 적조 발생 예찰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예찰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1. 수온/적조 및 녹조 발생 감시 장치(12)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제어 장치(11)에 작동 가능하게 연

결되고,

 상기 수온/적조 및 녹조 발생 감시 장치(12)는 물의 일정 위치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레이저에 의해 

유도되는 물의 라만 신호와 적조 형광 신호를 일정 거리에서 검출하고, 상기 신호들을 집광하여 각 파

장 영역별로 정량화하는 기능을 하고, 레이저 장치(100), 망원경 장치(200), 광결합기(300) 및 분광장

치(40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원격 광 측정 유닛(1)과,

 상기 원격 광 측정 유닛으로부터 입력되는 각 파장 영역별로 정량화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유,무선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 제어 장치(11)로 송수신하는 무선 송수신장치(2)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원격 제어 장치(11)는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터치스크린을 포함하는 단말기(3) 및

 상기 원격 광 측정 유닛(1)으로부터 전송된 각 파장 영역별로 정량화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상기 원

격 광 측정 유닛(1)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유닛(4)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

이다를 이용한 수심별 수온과 녹조 및 적조의 원격 예찰 시스템.

(도면)

    

의견

유사점
- 적조 유발 조류의 광합성 반응 중 엽록체 내의 엽록소에서 나오는 형광량을 측정하

여 분석함으로써 적조 상황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 선행문헌 1은 적조 및 녹조는 수면의 온도에 따라 발생빈도가 달라지고, 적조 유발 

생물에 따라 최적수온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수나 담수 온도와 클로로필

-a의 농도를 측정하여 녹적조 발생 가능성을 유추함

- 반면, 본 발명은 적조를 일으키는 식물 플랑크톤이 하루를 주기로 수직 이동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식물 플랑크톤이 수면 근처에 모이는 시점에서의 엽록

소 변화를 통해 적조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KR10-1236896 출원인 주식회사 환경 바이오 출원일 2010.06.11

기술명  클로로필－ａ 측정을 이용한 조류 제거 시스템

선행문헌의 내용

1. 수중에서 채취한 측정수로부터 조류에 대한 클로로필-a 농도를 설정된 시간 범위 동안 측정하는 

클로로필-a 측정기와, 상기 수중의 온도를 측정하는 수온 측정기와, 상기 수중에 초음파를 발생시켜 

상기 조류를 제거하는 초음파 발생기 및 상기 클로로필-a 측정기 및 상기 수온 측정기로부터 전송받

은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수중의 상황을 예측하여 상기 초음파 발생기의 출력 여부 또는 출력 강

도를 제어하는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초음파 발생기는 상기 수중에 복수 개로 설치되며, 상기 서버는 상기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상기 복수 개의 초음파 발생기들의 개별 출력 여부 및 출력 강도를 제어하는 클로로필-a 측정을 이용

한 조류 제거 시스템.

2. 시간 그룹들마다 상기 클로로필-a 농도의 평균치를 환산하며, 상기 평균치가 임계농도를 초과하면

서 상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상기 수온이 상기 시간범위 내의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임

계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초음파 발생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클로로필-a 측정을 이용한 조류 제

거 시스템.

(도면) 

의견

유사점
- 클로로필-a의 농도에 기반하여 수중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 선행문헌 2에서의 시간 특성은 단순히 클로로필-a의 농도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것

이지만, 본 발명의 시간 특성은 식물 플랑크톤이 보이는 수직 이동 특성과 관련된 것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3

문헌번호 KR10-2008-0064762 출원인 강용균 출원일 2008.05.14

기술명  해양 식생 영상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1. 인공위성 원격탐사나 항공촬영에 의한 칼라 영상에서 해양의 특성을 가시화하는데 있어서, 칼라

(color) 영상의 적색(red), 녹색(green), 청색(blue)의 색지수(color index)를 계산하는 단계(30), 상기 

녹색 색지수로부터 해양식생지수(ocean vegetation index)를 영상화하는 단계(40, 70), 상기 적색, 녹

색, 청색 색지수를 결합하여 해양특성을 가시화하는 단계(50, 80), 상기 적색 색지수로부터 적조(red 

tide) 분포를 영상화하는 단계(60, 90)에 대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해양식생지수 영

상, 해양특성가시화 영상, 해양적조분포 영상에 대한 제작 및 배포.

(도면)

의견

유사점 - 해양의 엽록소(클로로필), 적조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

차이점

- 본 발명은 적조를 일으키는 식물 플랑크톤이 하루를 주기로 보이는 수직 이동 특성

에 기초하여 해당 식물 플랑크톤이 수면 근처에 모이는 시점에서의 엽록소 변화를 

통해 적조 가능성을 판단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대신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영호 변리사 연락처 02-555-1205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수심별 수 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수심별 수 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각종 센서를 이

용한 수심별 수환경 측정과 그 수심에서의 채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본 발명은, 수환경 측정 케이블이 감기는 제1 드럼부; 채수용 호스가 감기는 제2 드럼

부; 수심 측정 센서와, 수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환경 측정 센서가 구비

되고, 상기 수환경 측정 케이블에 장착되는 센서부; 상기 채수용 호스에 연결된 펌프부; 

상기 제1 드럼부와 제2 드럼부를 회전시키는 모터부; 및 상기 모터부를 제어하여 정방

향 또는 역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상기 센서부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상기 수환경 측정 

센서를 통해 기 설정된 수심의 수환경 정보를 수집하며, 상기 펌프부를 제어하여 상기 

수심의 물을 채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a) 각종 수환경 수집과 채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

 b) 채수가 호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c) 하중을 지탱하는 금속재 와이어와, 유연한 재질의 채수용 호스가 별도의 드럼(제1 

드럼부와 제2 드럼부)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

 d) 각 드럼이 동일한 모터에 의해 공통 구동된다는 점

 본 발명에 따르면, 해수나 담수에서 수심별 수환경 측정과 그 수심에서의 채수를 함께 

수행할 수 있고, 여러 수심에서의 채수 작업을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장비의 하

중을 지지하는 금속재 와이어와 유연한 재질의 채수용 호스를 분리하여 운용하므로 채

수용 호스의 손상을 방지하여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

KIOST Ref 2018-06- 의뢰일자 2018.06.11 보고일 2018.06.19



조사대상발명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채수, 취수, 호스, 파이프 중심 키워드 검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채수 + 취수) * (호스 + 파이프) 

 KR, JP, 

US, EP
WISDOMAIN

 (채수 or 취수 or (water*  and (sampl* or intak*))) and 

(호스 or 파이프 or hose* or pipe*) and (해수 or sea*)

검토결과

 본 발명의 주요 특징 중 채수가 유연한 재질의 호스나 파이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 수심별로 채수가 이루어지는 점 등은 개시되어 있음

 그러나, 본 발명에서 각종 수환경 수집과 채수가 함께 이루어지고, 금속재 와이어

와, 유연한 재질의 채수용 호스가 별도의 드럼(제1 드럼부와 제2 드럼부)을 통해 관

리되며, 각 드럼은 동일한 모터에 의해 공통 구동된다는 특징은 새로운 특징으로 주

장해 볼만함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해수나 담수의 수심별 수환경 분석이 중요하고, 효

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수심별 연속적인 채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

당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KR10-0405867(2003.05.09) 한국전력공사 파이프를 이용한 채수기 Y

2 한국
KR10-2010-0131410(2010.12

.15)
주식회사 해마

자동 채수 장치 및 이에 

적합한 채수 방법
Y

3 일본 JP2007-089553(2007.04.12.) 유한회사 Cell 12
이동용 심층 해수의 취수 

장치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 본 발명은 수환경 측정 케이블이 감기는 제1 드럼부, 채수용 호스가 감기

는 제2 드럼부, 수심 측정 센서와 각종 수환경 측정 센서가 구비되는 센서

부, 상기 채수용 호스에 연결된 펌프부, 상기 제1 드럼부와 제2 드럼부를 

회전시키는 모터부, 및 상기 수환경 측정 센서를 통해 기 설정된 수심의 

수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수심의 물을 채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

 - 본 발명은 수환경 수집과 채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 호스를 통해 채

수가 이루어진다는 점, 하중을 지탱하는 금속재 와이어와 유연한 재질의 채

수용 호스가 별도의 드럼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 각 드럼이 동일한 모터에 

의해 공통 구동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짐

- 선행문헌조사 결과, 수 환경 수집, 호스를 통한 수심별 채수, 와이어와 호

스의 처리 기술 등은 존재하였음

- 그러나, 본 발명처럼 수환경 수집과 채수가 함께 이루어지고, 금속재 와이

어와, 유연한 재질의 채수용 호스가 별도의 드럼(제1 드럼부와 제2 드럼

부)을 통해 관리되며, 각 드럼은 동일한 모터에 의해 공통 구동되는 기술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금속와이어와 채수용 호수를 하나의 드럼에 함께 감으면, 채수용 호

수가 찢어지는 종래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금속와이어의 끝단에 수심

센서를 달고 채수용 호수와 함께 바다에 내려서, 원하는 수심의 물을 채수

하는 방법은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

시장성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해수나 담수의 수심별 수 환경 분석이 중 A



종합의견 등급
(S-A-B-C-D)

요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수심별 연속적인 채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특히,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실정을 고려할 때, 장비

를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고, 여러 수심에서의 채수 작업을 연속적으로 실행

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가독립항

【청구항 1】

수환경 측정 케이블이 감기는 제1 드럼부;

채수용 호스가 감기는 제2 드럼부;

수심 측정 센서와, 수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환경 측정 센서가 

구비되고, 상기 수환경 측정 케이블에 장착되는 센서부;

상기 채수용 호스에 연결된 펌프부;

상기 제1 드럼부와 제2 드럼부를 회전시키는 모터부; 및

상기 모터부를 제어하여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상기 센서부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상기 수환경 측정 센서를 통해 기 설정된 수심의 수환경 정보를 

수집하며, 상기 펌프부를 제어하여 상기 수심의 물을 채수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수심별 수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환경 측정 케이블은 내부에 상기 제어부와 센서부 사이의 통신 

케이블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심별 수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드럼부와 제2 드럼부는 동일한 모터에 의해 공통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심별 수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드럼부와 제2 드럼부 중 하나 이상은 상기 모터의 회전축에 탈착 

가능하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심별 수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도르레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도르레부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상기 수환경 측정 케이블을 

지지하는 복수 개의 도르레와,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상기 채수용 호스를 지지하는 

복수 개의 도르레와, 상기 각 도르래를 지지하는 도르레 프레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심별 수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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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르레 프레임은 상기 제1 드럼부가 구비되는 케이스와 상기 제2 

드럼부가 구비되는 케이스에 탈착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심별 

수환경 측정 및 채수 장치.



선행문헌 1

문헌번호 KR10-0405867 출원인 한국전력공사 출원일 2001.10.29

기술명  파이프를 이용한 채수기

선행문헌의 내용

1.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 수중에서 물을 채취하는 채수기에 있어서,

  수중으로 잠기는 일단의 단부에 채취수가 유입되는 유입구, 및 수중 밖의 상부에 위치하는 타단의 

단부에 채취수가 유출되는 유출구를 가지며, 유연한 재질의 연결파이프; 상기 연결파이프를 권취하여 

상기 연결파이프의 수중 깊이를 조절하는 파이프롤; 상기 연결파이프와 결합되며, 상기 연결파이프의 

유입구로 채취수가 유입되도록 펌핑작용을 하는 펌프; 상기 연결파이프의 유입구와 동일 위치에 설치

되며, 수압을 감지하여 수압신호를 전송하는 수압센서; 상기 연결파이프의 유입구와 상기 수압센서를 

하강시키는 소정 질량을 갖는 무게추; 및

  상기 수압센서의 수압신호에 따른 수심을 측정하면서 상기 파이프롤을 제어하여 상기 무게추에 의해 

하강하는 상기 연결파이프의 유입구와 상기 수압센서의 하강 깊이를 조절하며, 소정 깊이에 도달하면 

상기 펌프를 제어하여 펌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를 

이용한 채수기.

(도면)

    

의견

유사점

- 유연한 재질의 연결 파이프로 채수를 실행하는 점에서 유사함

- 채수용 연결 파이프와 데이터 케이블이 각각 구비된다는 점에서 유사함

- 수압 센서로 수심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 선행문헌 1은 데이터 케이블의 권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데이터 케이블과 연

결 파이프의 물리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음

- 본 발명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금속재 와이어와 유연한 재질의 채수용 호스가 별도의 

드럼을 통해 관리되고, 각 드럼이 동일한 모터에 의해 공통 구동되는 특징은 선행문

헌 1과의 차이점임



선행문헌 2

문헌번호 KR10-2010-0131410 출원인 주식회사 해마 출원일 2010.11.24

기술명  자동 채수 장치 및 이에 적합한 채수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1. 서로 다른 수 층들로부터 해수를 채수하여 각각의 저장통에 저장하는 채수 장치에 있어서,

 해수를 채수하기 위한 호스; 상기 호스를 지정된 수층까지 입수시키는 윈치 시스템; 상기 호스를 통

하여 해수를 흡입시키기 위한 흡입력을 발생하는 흡입 펌프; 상기 호스 및 상기 흡입 펌프를 통하여 

취수된 해수가 복수의 채수통들 중의 하나에 담기도록 분배하는 채수 분배기; 지정된 수 층의 해수가 

흡입되어 지정된 채수통에 저장되도록 상기 윈치 시스템, 상기 흡입 펌프 및 상기 채수분배기를 제어

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자동 채수 장치.

(도면) 

의견

유사점
- 유연한 재질의 호스로 채수를 실행하는 점에서 유사함

- 지정된 수심에서 채수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 본 발명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금속재 와이어와 유연한 재질의 채수용 호스가 별도의 

드럼을 통해 관리되고, 각 드럼이 동일한 모터에 의해 공통 구동되는 특징은 선행문

헌 2와의 차이점임



선행문헌 3

문헌번호 JP2007-089553 출원인 유한회사 Cell 12 출원일 2005.09.29

기술명  이동용 심층 해수의 취수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1. 各種の漁船等よりなる移動船に巻上げドラム, 吸水ポンプ及び甘エビを生存させる畜養水槽に装設した

移動用深層海水の取水装置に おいて, 該巻上げドラムには, 巻着される昇降するガイドロープを有し, 該

ガイドロープには, 下端に各種の重錘を連結し, 且つ該吸水ポンプには, 昇降する吸引ホースを連結し, 該

ガイドロープと該吸引ホースとを並設し, 所定間隔を設けて, 各種の金具又は輪紐等の相対向する接続具

によって着脱自在に結合したことを特徴とする移動用深層海水の取水装置。

.

(도면)

의견

유사점

- 유연한 재질의 호스로 채수를 실행하는 점에서 유사함

- 가이드 로프와 흡인 호스가 일정 간격 떨어진 상태로 개별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유사함

차이점

- 선행문헌 3은 가이드 로프와 흡인 호스가 일정 간격 떨어진 상태로 운용된다는 점에

서 본 발명과 유사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수환경 측정 장비와 채수 장비를 함께 운용

한다는 점에서 선행문헌 3에 개시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해양미세프라스틱 및 부유오염물질 대량포집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및 부유물(쓰레기, 유류오염 등), 부유 해조류, 해파리 수

거용 포집장치에 관한 것으로, 관절식으로 된 날개부가 양쪽에 각각 구비되고 양쪽 날

개부의 연결지점에 쓰레기 처리용 선박(바지선 등)이 연결되며, 각 날개부의 끝단에는 

수상 이동체가 결합되고, 날개부의 상명에는 월파구조물이 구비됨. 아래 그림에서와 같

이 양쪽 날개를 이끄는 수상 이동체가 전진함에 따라 양쪽 날개부에 의해 쓰레기가 포

집되며, 포집된 쓰레기 는 처리용 선박에서 처리되는 

것임.  

KIOST Ref 2018-1-49 의뢰일자 2018.07.06 보고일 2018.07.20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물위로 뜨는 해양 쓰레기(오일 포함)를 수집 및 포집하여 제거하는 수단이 속한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부유*쓰레기*제거, 폐유*제거+기름*제거, 

컨베이어*쓰레기*제거, 펜스*월파 

   해외

(US,EU,CN

,JP,PCT)

KIPRIS

B03B+E02B

Floating*Waste*Water Surface*Collection

float-garbage*ship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양쪽으로 벌어지는 펜스를 설치하여 누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

한 기술과, 물속의 쓰레기를 컨베이어 등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유사 기술들이 검색

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특허제10-0488391호 김진형 수륙양용 해양오염 방제장치 Y

2 대한민국 특허제10-1006550호 왕종문 해양오염 방제장치 A

3 대한민국 특허제10-1690180호 장운성 부유식 유출유 제거장치 Y

4 중국
출원번호2015-08209

21.7

浙江大学
(ZHEJIANG 
UNIVERSITY)

자동 부유물 제거 선박 A

5 대한민국 특허제10-0572385호 장덕종 단선식 오일펜스 전개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출유 회수방법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및 부유물(쓰레기, 유류오염 

등), 부유 해조류, 해파리 수거용 포집장치에 관한 것으로, 관절식으로 된 날

개부가 양쪽에 각각 구비되고 양쪽 날개부의 연결지점에 쓰레기 처리용 선박

(바지선 등)이 연결되며, 각 날개부의 끝단에는 수상 이동체가 결합되는 구성 

등은 선행문헌들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수

집된 부유물을 처리하는 구체적 구성, 선행문헌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날

개부의 구체적 구성, 드론을 이용한 부유물 분포 영역 파악하는 구성, 수압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 특히 날개부의 상면에 월파방지막이 구비된 

구성 등을 부가한다면 특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권리성 : 양쪽 날개부를 이용하여 해양 부유물을 수거(포집) 및 제거한다는 

개념적인 권리 형성은 어렵지만, 드론을 이용한 부유물 분포 영역 파악, 수상 

이동체로 양쪽의 날개부를 견인할 때 수압 저항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구성 , 

특히 날개부의 상면에 월파방지막이 구비된 구체적 구성 등은 권리로서 보호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현재, 수면위에 산재한 부유쓰레기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바다는 물론 

하천, 댐 등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 부유 쓰레기 및 

유출유 등을 자동으로 수거(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개발

되고 있음. 따라서,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된 본 발명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A

가독립항

1. 수집 처리선;

   수집 처리선에서 양쪽으로 소정 길이로 연장되고, 유연성과 신축성을 구비하여 부유

물을 포집하도록 된 한 쌍의 수집 날개부;

   상기 수집 날개부의 단부와 연결되어 상기 수납 날개부를 견인하기 위한 견인체를 

포함하고, 

   상기 수집 날개부의 상단에는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월파 방지막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부유물 제거장치.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특허제10-0488391

호
출원인 김진형 출원일 2002.10.16

기술명 수륙양용 해양오염 방제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해상에서 부양되는 부양체의 외주면에 무한궤도 레일을 장착하여 수상과 육상에서 동시

에 운용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오일  및 부유물 수거장치 등을 구비하여 환경정화 및 투기된 오물의 

수거를 위한 청소작업도 실시할 수 있는 수륙양용 해양오염 방제 장치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과 본 발명은 부유물(쓰레기 및 오일 포함)를 컨베이어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부유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본 발명의 양쪽 날개부에 해당하는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즉 

선행문헌 1은 부유물을 컨베이어로 인양하여 처리할 뿐 본 발명과 같이 양쪽의 

날개부로 포집하여 처리하도록 된 구성이 결여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특허제10-1690180호 출원인 장운성 출원일 2016.05.03

기술명 부유식 유출유 제거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3은 수집부를 기준으로 양쪽에 펜스부가 각각 구비된 것으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2대의 

예인선으로 각각 펜스부를 예인하여 유출유나 부유물을 수집하여 제거하는 도록 부유식 유출유 제거장

치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3과 본 발명은 수집부를 기준으로 양쪽의 펜스부(날개부)를 견인하여 

부유물이나 유출유를 수집(또는 포집)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3에는 본 발명에 언급된 쓰레기 처리 선박에 대응되는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날개부에 발판이 설치되어 작업자가 이동 가능하게 되는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음. 특히, 선행문헌 3에는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월파 

방지구조물에 관한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 상발명

발명의 명칭 구경 석션파일의 수직도 확보 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구경 석션파일을 해저 지반에 석션 작용으로 관입시키는 기술에서 기존에 

다수의 소구경 석션파일을 한 묶음으로 하여 각각 석션파일의 석션 작용에 따라 관입되

는 동안 수직/수평을 유지하여 관입 시켰으나, 다수의 석션장치를 각각 배치하여 사용하

는 점에 설치 및 작업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기중기 또는 크레인을 통해 이동 가능한 리프팅프레임에 구경 션션파일의 

상단 둘레를 따라 최소 4곳 이상 위치에 직접 연결되는 실린더 및 위치센서를 통해 관

입 되는 석션파일의 기울기를 위치센서의 계측을 통해 각 실린더의 스트로크를 조절하

여 석션파일의 관입 과정에서 수직/수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에 비해 장치의 구성

요소가 적어 작업 및 장치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KIOST Ref 2018-1-52 의뢰일자 2018.07.10. 보고일 2018.07.18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크레인으로 이동 가능한 리프트프레임의 복수 위치에 설치되는 실린더의 스트로크를 

이용하여 형 석션파일 수직도를 확보하는 장치 및 방법에 하여 검색을 수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US, 

EP, JP, 

PCT

KIPRIS,

WIPS

석션, 관입, 중심, 편심, 기울기, 수평, 센서,계측

Suction, intrusion, center, eccentricity, tilt, horizontal, sensor, 

measurement

검토결과

 선행문헌 1는 적어도 3개 이상 독립적으로 설치된 석션파일에 수평센서 및 제어부

를 통해 각각 석션을 제어하여 수평도를 유지하는 기술. 선행문헌 2는 석션파일의 상

단에 복수 개소에 프로펠러를 갖는 낙하추진장치를 각각 제어하여 석션파일의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관입하는 기술. 선행문헌 3은 석션파일이 해저에 잠긴 상태에서 상

단에 실린더 및 반력판을 통해 해수의 반력으로 단단한 지반을 용이하게 관입시키는 

기술. 선행문헌 4는 소구경 석션파일의 상단 외부에 설치된 슬리브에 체인을 연결하

여 수상에서 당기는 힘으로 수평을 유지하는 기술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문헌 1, 2

를 조합하면 본 발명에 제시된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2009-0084172 A

(2009.08.05.)

한국해양연구

원

석션파일을 이용한 해양장비의 

수평유지장치
Y

2 KR 10-1185031 B1
(2012.09.17.)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낙하추진장치를 구비한 석션 앵커 말뚝 

및 낙하추진장치를 이용한 석션 앵커 

말뚝의 시공방법

Y

3 KR
10-1184309 B1

(2012.09.13.)

한국기계연구

원
석션 파일의 시공 장치 A

4 US
20090123235 A1

(2009.05.14)

MACONOCHI

E Alasdair

OUTER PIPE SLEEVE FOR A SEA 

FLOOR MOORING PILE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구경 석션파일의 상단에 기중기 또는 크레인을 통해 이동 가능

한 리프팅프레임에 구경 션션파일의 상단 둘레를 따라 최소 4곳 이상 위치

에 직접 연결되는 실린더 및 위치센서를 통해 관입 되는 석션파일의 기울기

를 위치센서의 계측을 통해 각 실린더의 스트로크를 조절하여 석션파일의 관

입 과정에서 수직/수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에 비해 장치의 구성요소가 

적어 작업 및 장치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제시되어 있음.

 여기서, 본 발명은 석션파일의 수직/수평도를 유지하는 기술면에서 선행문

헌 1에 제시된 복수의 석션파일을 제어하는 장치와 선행문헌 2에 지시된 낙

하추진장치의 병합으로 일부 차이점이 있더라도 심사관에 의해 종래기술의 

단순 설계변경으로 간주되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발명에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프트프레임과 실린더 외에 

수직도를 더욱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더욱 구체화하거나, 리프트

프레임의 회전기능 및 고정기능을 부가하여 종래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는 구

성을 추가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에 소구경 석션파일을 관입하던 범위에서 벗어나 

구경 석션파일의 해저면 관입시 수직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관입작업 및 장

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에 석션파일 수평 유지 

장치 및 방식을 체하여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가독립항

 구경 석션파일의 수직도를 유지하며 관입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크레인의 윈치 연결되의 상기 석션파일의 상단을 연결하여 위치 이동시키는 리프트프

레임과;

 상기 석션파일의 상단 둘레를 따라 간격을 두고 상기 리프트프레임과 석션파일의 사이

에 상호 이음 연결되어 석션파일의 편심을 조절하는 복수의 조절실린더와;

 상기 각 조절실린더에 구비되어 상기 석션파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위치센서와;

 상기 위치센서의 신호에 따라 상기 조절실린더의 스트로크를 조절시켜 상기 석션파일

의 수직도를 유지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구경 석션파일의 수직도 유지 장치.



선행문헌 1

문헌번호 KR 10-2009-0084172 A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원 출원일 2008.01.23.

기술명 석션파일을 이용한 해양장비의 수평유지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선션파일을 이용한 해양장비의 수평유지장치는 

해양장비와 수평을 이루도록 하단부에 적어도 3개 이상 독립적

으로 각각 장착되는 석션파일과, 각 석션파일에 각각 구비되고 

해양장비가 해저면에 착지되도록 각 석션파일을 해저면에 관입

시키기 위한 석션펌프와, 각 석션파일에 각각 구비되고 각 석

션펌프에 의해 해저면에 관입된 각 석션파일의 수평을 측정하

기 위한 수평센서, 및 상기 각 수평센서로부터 실시간 입력되

는 정보에 의해 해저면에 따라 각 석션파일의 수평이 유지되도

록 각 석션펌프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로 구성으로 석

션파일을 이용한 해양장비의 수평을 유지하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음.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해양장비를 제외한 복수의 석션파일을 각각 석션 제어하여 수평을 유지

하도록 안정되게 지지하는 점에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석션파일의 상부에 해양장비를 탑제하여 해양탐사를 위해 해저면에 

착지되는 각종 해양장비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안정되게 지지할 수 있고, 해저면이 기울

기를 갖도록 경사진 경우에도 해양장비의 기울기를 조절하여 수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석션파일을 이용하는 점과, 다수의 석션파일을 각각 제어해야 하는 기술에 차이점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선행문헌 2

문헌번호 KR 10-1185031 B1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원일 2010.06.23.

기술명
낙하추진장치를 구비한 석션 앵커 말뚝 및 낙하추진장치를 이용한 석션 앵커 말뚝의 

시공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해상 구조물을 지지를 위하여 수중에 석션 앵커 말

뚝을 시공함에 있어서, 중공(101)을 가지는 원통형 관부재로 이

루어지되 하단부에서 상기 중공(101)은 개방되어 있고 중공

(101)의 상부는 마감판(103)에 의해 폐쇄되어 있고 상기 마감판

(103)에는 수중모터(102)가 구비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해저면에 하단부가 놓이고 상기 수중모터(102)에 의해 중공

(101) 내부의 물이 중공(101)의 외부로 배수되어 중공(101) 내

부에 음압이 형성되면서 하단부가 해저면에 관입하게 되어 해저

에 고정 설치되는 석션 앵커 말뚝(100)으로서, 상기 석션 앵커 

말뚝(100)의 하단부가 해저면에 닿은 상태에서 석션 앵커 말뚝

(100)에 해 해저면 방향으로 추진되어 해저면 내부로 관입될 

수 있도록, 후방으로 물을 밀어내어 전방으로의 추진력이 발생

하게 되는 추진체(10)와, 상기 추진체(10)와 결합되어 있고 상

기 석션 앵커 말뚝(100)의 상부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추진체(10)가 석션 앵커 말뚝(100)에 구비되도록 하는 추진체 

결합부재(20)를 포함하는 낙하추진장치(1)가, 상기 석션 앵커 말

뚝(100)의 상부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 구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석션 앵커 말뚝이 수중에 투입되어 해저면으로 낙하될 때 석션 앵커 말뚝의 하단

부가 필요한 깊이로 해저면에 관입될 수 있도록, 프로펠러를 구비한 추진체를 포함하는 낙하추진장치

를 석션 앵커 말뚝에 설치하여 낙하추진장치에 의해 해저면 방향으로 석션 앵커 말뚝에 추진력을 가함

으로써, 충분한 해저면 관입깊이(penetration skirts)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낙하추진장치를 구비한 

석션 앵커 말뚝 및 낙하추진장치를 이용한 석션 앵커 말뚝의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석션파일의 상단에 크레인으로 이동 가능하게 플렌지를 결합하는 결합부

재(20)이 와이어(23)에 연결되고, 이 결합부재(20)에 추진체(10)를 구비하여 석션파일를 

하방으로 밀어 각 위치에 추진체(10)의 작동을 석션파일의 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에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2는 결합부(20)이 석션파일의 상단에 고정으로 결합된 점 프로펠러를 갖는 

추진체(10)을 통해 추진하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선행문헌 3

문헌번호 KR 10-1184309 B1 출원인 한국기계연구원 출원일 2011.11.02.

기술명 석션 파일의 시공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3은 석션 파일의 시공 장치에 관

한 것으로서, 해저 지반 내에 관입되는 석션 

파일, 상기 석션 파일의 외부면에 설치되고, 

상기 석션 파일의 내부와 외부 간에 압력차

를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석션 파일의 내부 

공간의 해수를 상기 석션 파일의 외부로 배

출하는 석션 펌프 및 상기 석션 파일의 상

부면에 설치되는 반력 장치를 포함하고, 상

기 반력 장치는 해수에 한 반력으로 상기 

석션 파일을 해저 지반 내로 관입시키는 기

술을 제안하고 있음.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3은 실린더를 이용하여 석션파일의 하방 가압력을 가해 석션파일의 관입을 

보조하는 점에 유사점이 있는 것을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3은 단일의 실린더를 사용하는 것으로 석편파일이 관입력을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반면, 본 발명에 복수의 실린더로 조절하는 수직도를 조절하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선행문헌 4

문헌번호 US 20090123235 A1 출원인
MACONOCHIE 

Alasdair
출원일 2007.11.08.

기술명 OUTER PIPE SLEEVE FOR A SEA FLOOR MOORING PILE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4는 파일 위의 고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향상된 시스템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일에 관한 

컨셉트는 파일이 저하되고 더 이상 수 없은 것이 그것

의 의도 부하를 지지하지 않는지 적용될 수 있거나, 파
일 위의 부하는 파일을 과압할 수 있는 레벨로 증가시

킬 수 있고, 슬리브는 심지어 파일 위의 해저의 조건에

서 설치할 수 있고, 기존의 파일에 추가적 고착력을 제

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슬리브는 앵커 라인 또

는 다른 커플링 부제를 고정화될 구조에 결합하기 위

한 그 자체의 패드 아이를 포함할 수 있다. 슬리브는 

또한 최소한 하나의 종부재와 함께 커플링된 링의 조

립체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링을 가진 조립체가 서

로로부터 이격된 거리를 이격시키였고 그것이 바다 플

로어 안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슬리브 위의 설치 마찰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제안하고 있음.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4는 본 발명과 구조적 차이가 있으나, 파일의 수직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4는 반잠수형 플랫폼을 이용하여 체인 연결된 슬리브를 당겨 파일의 수직도

를 조절할 수 있는 점에 본 발명에 실린더를 이용하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수중 트랜치 커터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저지반의 견고한 토사와 연암조건에서 파이프라인 및 해저 케이블 매설 작

업을 할 수 있는 트랙기반 수중로봇의 수중건설 장비용 트랜칭커터에 관한 것으로, 특

히 커터의 드라이브 모터 어셈블리의 구동축이 2개로 분할 구성되어 분해 조립이 용이

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트랜칭 커터로 굴착 작업과 동시에 배관이나 케이블을 연속으

로 매설할 수 있으며, 디프레서로 배관이나 케이블이 부력이나 조류에 의해 떠오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해상과 연결되는 케이블이나 배관에 작용하는 텐션을 감지하여 이

를 토대로 누름부재로 배관이나 케이블을 누르는 정도를 제어함으로써 과텐션으로부터 

배관이나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트랜칭커터에 관한 것임.  

KIOST Ref 2018-1-54 의뢰일자 2018.07.19 보고일 2018.08.01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수중에서 굴착하는 장비, 수중로봇, 지상에서 굴착하고 매설하는 장비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수중굴착, 트랜칭커터,트랜칭*디프레서,수중*케이블*매설장치,

수중*트렌처

   해외

(US,EU,CN,J

P,PCT)

KIPRIS underwater*digging, trencher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US2016/0273183 및PCT 2009/132025가 검색되고, 대한민국 특

허 10-0936941호와 같은 유사 기술들이 검색되었으나, 본 발명의 디프레서 관련 기

술은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PCT WO 2009/132025 A2 VERMEER TRENCHER ATTACHMENT Y

2 대한민국
공개번호

제10-2012-126484호

코리아그린

에너지(주)

유압식 롤러 커터를 갖는 해저부 

터파지 장비
Y

3 대한민국
공고번호 

제10-1991-6816호
이상균

해저 케이블 매설기의 줄터파기 및 

되메우기장치
A

4 대한민국
등록번호

제10-0576101호

㈜ 한국
제아이이에스 
해양기술
엔지니어링

해저면 굴착과 동시에 해저선을 
매설하는 장치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해저지반의 견고한 토사와 연암조건에서 파이프라

인 및 해저 케이블 매설 작업을 할 수 있는 트랙기반 수중로봇의 수중건설 

장비용 트랜칭커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굴착 작업과 동시에 배관이나 케이

블을 연속으로 매설할 때 디프레서로 배관이나 케이블이 부력이나 조류에 의

해 떠오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해상과 연결되는 케이블이나 배관에 작용하

는 텐션을 감지하여 이를 토대로 누름부재로 배관이나 케이블을 누르는 정도

를 제어함으로써 과텐션으로부터 배관이나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구

성은 특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권리성 : 배관이나 케이블을 연속으로 매설할 때 디프레서로 배관이나 케이

블이 부력이나 조류에 의해 떠오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해상과 연결되는 

케이블이나 배관에 작용하는 텐션을 감지하여 이를 토대로 누름부재로 배관

이나 케이블을 누르는 정도를 제어하는 구성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수중 트랜치 커터는 수중건설로봇의 핵심 기술로서, 대부분의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증 트랜치 커터 및 케이블 매설 기술이 국산

화된다면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 발명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작다고 볼 수 

없음. 

  B

가독립항

1. 궤도 이동체에 구비되는 트랜칭커터;

   상기 트랜칭커터의 상단부에 상,하부로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디프레셔;  및

   상기 디프레셔에 구비되어 상기 디프레셔를 통과하는 케이블을 하향으로 가압하도록 

된 누름부재; 및

   상기 케이블에 작용하는 하중을 감지하여 이를 토대로 누름부재를 하향으로 가압하

는 가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칭커터.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WO 2009/1320285 

A2
출원인

VERMEER 

MANUFACTURING 

COMPANY

출원일 2009.04.21

기술명 TRENCHER ATTACHMENT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제 1 측면, 제 2 측면, 제 1 단부와 제2 말단을 포함하는 샤시와, 샤시의 양 옆에 구비

되는 트랜쳐 트랙과, 트랜쳐 트랙, 제 1 단부와 제2 말단을 포함하는 주요 붐 사이에 포지셔닝 된 주

요 붐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과 본 발명은 궤도차량에 구비된 트랜칭커터로 바닥에 소정 폭의 

매립공간을 굴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본 발명의 디프레셔에 구비되는 누름부재 및 누름부재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즉 선행문헌 1은 단순히 

바닥을 굴착하도록 된 구성된 것일 뿐 매설되는 케이블의 장력을 감지하여 이를 

토대로 누름부재를 제어하는 기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특허공개

제10-2012-126484호
출원인

코리아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출원일 2011.05.12

기술명 유압식 롤러 커터를 갖는 해저부 터파기 장비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수심이 얕은 근해의 해저부에 케이블을 매설하기 전 해저면을 터파기하기 위한 해저부 

터파기 장비에 관한 것으로, 바지선과 같은 선박의 선상(船上)에 고정ㆍ설치된 베이스 고정부 및 제어

장치와, 상기 베이스 고정부와 접속ㆍ체결된 튜브형 붐(tubular type boom)의 선단에 연결되어 해저면

의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는 다수개의 비트(bit)가 불규칙하게 형성된 유압식 롤러 커터를 통해 선상에

서 작업자가 용이하게 해저면 터파기 작업 중인 유압식 롤러 커터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유압식 롤

러 커터를 갖는 해저부 터파기 장비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와 본 발명은 해저부에 터파기를 하면서 케이블을 매설하도록 구성된 

점에서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2에는 본 발명에 언급된 누름부재 및 이 누름부재의 가압력(케이블을 

하향으로 눌러 뜨지 않도록 하는 힘)을 제어하기 위한 감지수단, 그리고 제어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수중표면처리 및 코팅 일체형 분사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기술은 수중에 설치된 구조물의 수중보수작업

을 위한 장치로, 해양구조물의 표면 청소와 표면 

코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분사장치의 일종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기술에서

는 본체, 핸들, 도료탱크, 교반기, 롤러, 청소용 브

러쉬, 오탁방지커버, 부력조절기구 등을 포함한다.

  본 기술의 기술적 특징으로, 교반기에서 지속적

으로 도료의 경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부력조절장치

를 통해 구조물의 하부나 측면 작업 시에도 수중 

작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도료를 공급하

는 공급호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청소와 코팅을 동

시에 수행하여 기존 작업도구 대비 도료손실률이 

감소하고 작업성이 향상된다.

도료탱크
본체

핸들

교반기

롤러

청소용 브러쉬 오탁 방지 커버

KIOST Ref 2018-1-61 의뢰일자 2018.08.07. 보고일 2018.08.24.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부력조절장치와 도료탱크 및 교반기를 필수구성으로 하여 종래 기술과의 차별적 특

징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행기술의 조사 범위를 축소시키고, 수중 작업이 가능함을 전

제로 하여 부력의 조절 및 도료의 저장과 교반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WWW.KIPRI

S.OR.KR

WWW.WIPS

ON.CO.KR

((수중 OR 물속 OR 해양 OR 잠수) NEAR2 (코팅 OR 도료 OR 

도색 OR 도장 OR 도포 OR 분무 OR 분사 OR 표면처리)) AND 

(장치 OR 기구 OR 기계 OR 머신 OR 유닛) AND (부력 OR 부

상 OR 부양 OR 부유)

미국, 일

본, 유럽, 

PCT

WWW.WIPS

ON.CO.KR

((UNDERWATER OR SUBMER*) NEAR2 (COAT* OR COVER 

OR SPRAY OR SURFAC* OR FILM OR LAMINAR OR 

TREAT*)) AND (BUOYANCY OR FLOAT*)

검토결과

 선행문헌으로부터 국내외 도장 관련 장치나 기구는 다양한 종류가 실시 또는 기재

되고 있으나 수중에서 도장원료를 구조물의 표면에 직접 부착하여 도장하는 기술이

나 장치는 찾아보기 어려움. 수중에서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공기 중의 환경을 형성하



검색조건

여 도장 작업을 진행하는 기술들이 다수 검색되었고, 수중에서 도장이 용이한 도장원

료에 대한 특허 및 논문도 다수 검색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10-0519974(2004.11.

17.)
㈜신성사 공기압을 이용한 수중 도장장치 Y

2 한국
10-1621074(2016.02.

23.)
차상화 유체혼합장치 A

3 일본
공개2012-213728(201

2.11.08.)

MITSUBISHI 

HEAVY IND LTD 

(三菱重工業株式

会社)

수중 도장 검사 방법, 수중 도장 검사 

장치, 수중 작업 방법 및 수중 작업 

장치

A

4 한국
10-2017-0011759(20

17.02.02.)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반잠수형 선체 재도장 장치 A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국내외 논문이나 특허출원 건에서는 수중에서 잠수한 상태로 물과 접촉하면

서 도장이 가능한 기구나 장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본 

기술의 수중 도장을 위한 구성과 부력조절을 위한 구성을 구체화하는 경우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중에서 도료액의 분산을 방지한 

상태로 도포할 수 있는 구체적 구성과 부력조절을 위한 구체적 구성이 요구

됨. 또한, 도장액을 교반하여 롤러를 통해 구조물 표면에 도포하는 경우 수밀

성을 확보하는 구성이 요구됨.

본 기술이 등록되는 경우 종래 기술에서 연구나 개발이 과도하지 않아 권리

범위는 다소 넓을 것으로 생각됨.  

A

시장성

본 기술은 종래 기술에서 하우징 내부로 공기를 유입하고 하우징 내부에 유

입된 물을 배출하는 별도의 수단을 요구하지 않아 설치나 제조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외에서 연구나 개발 양상을 보면 시장진입 장벽도 다

소 낮은 것으로 보여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본 기술을 통해 수중 도장 작업의 단순화와 편리성이 증대되어 제품 수요도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됨.

A

가독립항

수밀성을 갖는 본체;

상기 본체의 내부에 구비되며 유체를 교반하는 교반부;

상기 교반부에 연결되고 상기 본체의 외부로 유체를 배출하는 배출부;

상기 배출부에 구비되고 상기 유체를 분산시키는 도장수단; 및

상기 본체에 구비되며 상기 본체의 부력을 조절하는 부력조절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수밀성을 갖는 수중 코팅 장치.



선행문헌 1

문헌번호 10-0519974 출원인 주식회사 신성사 출원일 2004.09.06.

기술명 공기압을 이용한 수중 도장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1은 수중 도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핸들케이스(2)와 내부 교

반실(3)이 형성되고, 교반실(3)은 교반 스크류(7)가 공압에 의해 회

전하면서 도료주입구(4)로부터 주입된 도료를 교반시켜 사출관(10)

으로 토출시킨다. 핸들케이스(2)에는 공기가 유입 및 배출되는 공

기로(11)가 구비되어 교반실(3)로 공기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밸브

스위치(12)를 조작함에 따라 총 형상으로 도료가 사출관(10)으로 

이동된다. 이 경우 사출관(10)의 일측에는 브러쉬(9)가 설치되어 구

조물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도료를 분사시킨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문헌 1의 발명에서는 수중에 설치된 교량

이나 댐과 같은 시설물의 보수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수중에

서 교반되는 도료가 교반과 동시에 공기압에 의해 사출관(10)으로 

토출되어 작업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의견

유사점

수중에서 사용 가능한 점과 내부에 도료를 수중에서 분사시키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술분야와 과제의 해결원리가 유사하며, 교반과 동시에 분사 가능한 점 및 

브러쉬를 통해 표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점에서 효과 일부가 유사함.

차이점

본 기술에서는 도료를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구성을 요하지 않고 부력을 조절하는 

수단이 구성되어 장치 자체의 하중이 조절되는 구조이므로 작업자가 구조물의 

측면이나 밑면을 작업하기 용이함.



선행문헌 2

문헌번호 10-1621074 출원인 차상화 출원일 2014.08.13.

기술명 유체 혼합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2는 유체가 저장되는 탱크 내부에서 2이상의 유

체를 혼합하여 수중에 분사시키는 유체 혼합 장치에 관

한 것으로, 부유체(10), 선회류형성부(20), 고정수단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부유체(10)는 탱크(1) 내부에 설치되며 수

면 위에 부유 가능하고, 부유체(10)의 하부에 설치된 선

회류형성부(20)는 수중에 잠긴 상태로 2 이상의 유체를 

혼합하여 수중으로 분사한다. 이 때 고정수단은 상기 

부유체(10)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선회류형성부(20)는 메인관부(21)와, 제1유체를 유입시

키는 펌프(80)와, 제1유체를 다수의 방향으로 분기시키

는 분기관(27)과, 분기관을 통해 유입되는 제1유체를 

사선방향으로 분사하는 노즐부(30)와, 노즐부로 제2유

체를 주입하기 위한 유체주입수단을 포함하여 유입되는 

제1유체와 제2유체의 양을 분기관과 노즐부 및 유체주

입수단을 통해 조절하면서 혼합하고 이를 수중으로 분

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견

유사점

수중에서 유체를 교반 또는 혼합시키는 점과, 교반 또는 혼합된 유체를 수중으로 

분사시키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본 기술의 효과 일부와 유사하고, 부유체가 

구비되어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원리 일부가 유사함.

차이점

문헌 2의 부유체는 수면 상에서 부유하는 것으로 본 기술에서 부력을 조절하여 자중을 

감소시키는 구성과는 원리와 효과가 상이함. 또한, 문헌 2의 구성으로는 수중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선박의 표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본 기술의 목적과 

효과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3

문헌번호 5550599B2 출원인

MITSUBISHI HEAVY 

IND LTD 

(三菱重工業株式会社)

출원일 2011.03.31.

기술명 수중 도장 검사 방법, 수중 도장 검사 장치, 수중 작업 방법 및 수중 작업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3은 선박이나 수중 구조물의 외판 등에 도료 등을 자

동으로 도장하기 위한 도장 장치에 관한 것으로, 측정용 용

기를 피도장물에 설치하는 단계와, 측정용 용기의 내부로 기

체를 공급하고 공급된 기체와 피도장물을 접촉하여 피도장물

을 검사하는 검사단계와, 측정용 용기의 하부에 고정된 균형

용 용기의 내부로 공기를 주입하여 부력에 의해 측정용 용기

의 위치를 교정하는 조정단계를 포함한다.

 피도장물이 기체와 접촉된 상태에서 도장면을 검사하고, 도

장 후 건조되는 한편, 측정용 용기의 내부로 공기를 유입시

켜 부력을 발생시키므로 수중에서 작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

다.

 문헌 3은 코팅 또는 도장장치 자체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중에서 코팅 또는 도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

유사점

수중에서 피도장물의 도장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본 기술과 기술분야가 유사하며, 

측정용 용기의 내부로 공기를 충전시켜 부력을 발생시킴에 따라 측정용 용기의 하중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원리 일부가 유사함.

차이점

문헌 3의 기술적 특징은 피도장물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기중에서 검사, 도장 및 

건조시키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본 기술에서는 수중에서 물과 접촉되는 

피도장물을 도장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기술적 특징이 서로 상이하며 문헌 3의 

구성으로부터 본 기술의 특유 효과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임.



선행문헌 4

문헌번호 10-2017-0011759 출원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출원일 2015.07.24.

기술명 반잠수형 선체 재도장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4는 선체의 흘수선 이하 부분을 재도장하는 

장치로서, 선체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하우징

(110), 하우징 내부에 구비되는 도장수단(120), 하우

징에 결합되는 글러브(130), 하우징 내부의 물을 외

부로 배출시키는 양수모듈(140)을 포함하고, 도장수

단은 도료가 담긴 용기와 연결된 스프레이건(121) 및 

스프레이건으로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플렉시블호수

(122)를 포함한다. 양수모듈은 양수펌프(141)와 연결

호스(142) 및 부상체(143)를 포함하며 부상체는 연결

호수의 출구를 수면 밖으로 부상시키는 구성으로 공

기튜브나 스티로폼 등으로 형성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문헌 4는 도장면이 물과 

격리된 상태에서 선체의 침수 영역에 대한 재도장이 

수행되는데, 재도장 시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고 재도장 과정에서 분출되는 도료나 이물질로부

터 작업자가 격리되어 작업이 용이하며 글러브에 구

비된 격벽(160)을 통해 작업자의 유동을 방지하는 효

과가 있다.

의견

유사점

문헌 4에서는 수중에 잠긴 선박의 흘수선 아래 면에서 도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기술과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수중에서 도장 작업의 편리성을 개선한 점에서 발명의 효

과 일부가 유사함.

차이점

문헌 4에서는 양수모듈과 양수펌프를 이용하여 도장이 공기 중에 수행되며 외부에서 

도장원료를 공급받아 스프레이건 등으로 도장하는 반면, 본 기술에서는 수중에서 

구조물의 도장이 가능하고 부력조절장치를 통해 작업자가 느끼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기술적 특징이 구비되어 문헌 4로부터 상기한 본 기술의 기술적 특징이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다고 보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건타입 수중간이 분사 및 코팅 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기술은 수중에 설치된 기구나 구조물의 국부 면적의 코팅을 위한 건타입의 분사 

및 코팅장치에 관한 것으로, 외형을 이루는 하우징, 하우징의 일측에 구비되며 사용자가 

파지 가능한 손잡이, 손잡이의 내부에 구비되며 방아쇠의 동작에 따라 압력을 공급하는 

압력공급부, 압력공급부에서 공급된 압력을 전달받아 도료탱크와 도료이송관의 개폐를 

조절하는 유출밸브, 하우징의 단부에 구비되며 피코팅물의 표면을 청소하는 브러쉬와 

브러쉬헤드 등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기술에서는 코팅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료의 

손실률을 감소시키며 휴대가 용이하고 별도의 유압장비나 호스를 요하지 않아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브러쉬

브러쉬 헤드
도료탱크

도료 이송관

방아쇠

유출밸브

압력 공급부

유출밸브

하우징

KIOST Ref 2018-1-62 의뢰일자 2018.08.07. 보고일 2018.08.24.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수중 코팅을 위하여 수밀성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서 하우징의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유출밸브와, 별도의 코팅공급 수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도료탱크가 구비되는 점

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기술을 조사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WWW.KIPRI

S.OR.KR

WWW.WIPS

ON.CO.KR

((수중 OR 물속 OR 해양 OR 잠수) NEAR2 (코팅 OR 도료 OR 

도색 OR 도장 OR 도포 OR 분무 OR 분사 OR 표면처리)) AND 

(수밀 OR 방수 OR 밸브 OR 압력)

미국, 일

본, 유럽, 

PCT

WWW.WIPS

ON.CO.KR

((UNDERWATER OR SUBMER*) NEAR2 (COAT* OR COVER 

OR SPRAY OR SURFAC* OR FILM OR LAMINAR OR 

TREAT*)) AND ((WATER NEAR1 TIGHT) OR (WATER NEAR1 



검색조건

SEAL) OR WATERPROOF*)

검토결과

 선행기술 조사 결과 건 타입의 도료분사기 등에 대한 기술은 국내외에 다수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이고, 건 타입의 도료분사기에 있어서, 유출밸브나 브러시 등을 구비하

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성으로 생각된다.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10-0519974(2004.11.

17.)
㈜신성사 공기압을 이용한 수중 도장장치 Y

2 한국
11-1077518(2011.08.

04.)

에스티엑스조

선해양 

주식회사

선박 줄도장용 페인트 자동공급 

도장장치
A

3 일본
공개2012-500107(201

2.01.05.)

하이드 툴즈 

잉크 (ハイド 

ツールズ,インク)

모듈식 도장 분무기 A

4 일본
공개1995-016505(199

5.01.20.)

ANEST 

IWATA CORP
분무기 A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기술의 구성을 물총이나 분무기의 구성과 비교하였을 때, 도료탱크가 내

장되어 별도의 공급호수를 요하지 않는점과, 수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압력

을 통해 도료를 이동시키는 점과, 다수의 유출밸브를 구비하여 도료나 압력

의 이동방향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점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도료탱크의 원료가 외부로 배출됨에 따라 도료탱크는 저압상태를 유지하

는데, 외부에서 공기나 도료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력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방안을 

구체화하여 등록을 도모하는 경우 등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압력의 조절을 위한 구체적 구성을 통해 등록받는 경우 권리성은 다소 

감축될 수 있으나 수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수구성인 점에서 기술의 보호에 

적합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

시장성

해당 기술의 제품화 시 건 타입의 분무기나 도장기구의 개발이 활성화 된 상

황에서 시장진입장벽은 다소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기술의 특징인 수중

에서 별도의 추가 구성없이 국부 도장이 가능한 점을 부각하여 마케팅하는 

경우 상품성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중에서 수밀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제작비용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B

가독립항

밀폐구조를 갖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구비되며 도료가 이동되는 도료이송관;

상기 하우징의 단부에 구비되고 상기 도료이송관과 연결되며 상기 도료이송관을 통과하

는 도료가 배출되는 배출부;

상기 도료이송관과 연통되면서 도료를 저장하는 도료탱크;

상기 도료탱크 및 도료이송관과 연결되며 압력을 공급하는 압력공급부; 및

상기 도료탱크와 압력공급부의 사이에서 압력에 따라 도료의 유출을 조절하는 제1유출

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배출부는,

상기 하우징에서 착탈 결합되면서 내부 수용공간을 갖는 브러시헤드; 및

상기 브러시헤드의 내측에 구비되며 외부로 배출되는 도료를 조절하는 제2유출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이 수중 분사 장치.



선행문헌 1

문헌번호 10-0519974 출원인 주식회사 신성사 출원일 2004.09.06.

기술명 공기압을 이용한 수중 도장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1은 수중 도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핸들케이스(2)와 내부 교

반실(3)이 형성되고, 교반실(3)은 교반 스크류(7)가 공압에 의해 회

전하면서 도료주입구(4)로부터 주입된 도료를 교반시켜 사출관(10)

으로 토출시킨다. 핸들케이스(2)에는 공기가 유입 및 배출되는 공

기로(11)가 구비되어 교반실(3)로 공기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밸브

스위치(12)를 조작함에 따라 총 형상으로 도료가 사출관(10)으로 

이동된다. 이 경우 사출관(10)의 일측에는 브러쉬(9)가 설치되어 구

조물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도료를 분사시킨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문헌 1의 발명에서는 수중에 설치된 교량

이나 댐과 같은 시설물의 보수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수중에

서 교반되는 도료가 교반과 동시에 공기압에 의해 사출관(10)으로 

토출되어 작업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의견

유사점

문헌 1에는 수중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핸들케이스를 갖는 총 타입

의 외형으로 핸들케이스의 내부에서 방아쇠(밸브스위치)의 작동에 따라 공기압을 이용

해 도료를 토출구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가져 본 기술과 과제의 해결원리 및 

발명의 효과 일부가 유사함.

차이점

본 기술과 문헌 1을 비교하면 도료를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구성을 요하지 않고 자체 

저장하는 원료탱크의 구성이 구비되는 점과, 외부 공기가 유입 또는 배출되지 않는 구

조, 토출구에서 물이 하우징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밸브의 구성 등에 차

이가 있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10-1077518 출원인
에스티엑스조선해

양 주식회사
출원일 2010.01.29.

기술명 선박 줄도장용 페인트 자동공급 도장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2는 휴대하면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페인트 자동공급 도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페인트주입

구(111)와 뚜껑(112)이 구비된 페인트용기(110), 페인트용기를 상부에 삽입하면서 고정시키는 홀더

(120), 홀더 하단면에 삽입되는 고정판(130), 고정판의 상면에 고정되는 밧데리(140), 모터(150), 펌프

(160), 페인트공급호스(170), 손잡이부(180), 브러시부(200)를 포함하며, 브러시부는 브러시(240) 사이

로 페인트를 공급하는 홀더(230)로 인해 분산하면서 페인트가 균일하게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견

유사점

코팅도료를 브러시 등을 통해 분사 및 분산시켜 균일한 코팅을 도모한다는 점과, 내부

에 도료가 저장되는 페인트용기가 구비되어 별도의 공급호스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기술과 일부 구성과 효과가 유사하다.

차이점

문헌 2의 구성은 모터를 이용하여 모터의 구동에 따라 페인트를 브러시의 위치로 이동

시키는 것인 반면, 본 기술은 공기의 압력에 의해 도료를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원리가 

다르고, 문헌 2의 구성은 수중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음.



선행문헌 3

문헌번호 2012-500107A 출원인

하이드 툴즈 잉크 

(ハイド 

ツールズ,インク)

출원일 2009.08.17.

기술명 모듈식 도장 분무기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3은 도장을 위한 분무기의 일종으로, 밸브하우징(30), 밸브하우징과 체결되는 계기본체(100), 

계기본체에 구비된 핸들(110)을 가지며, 밸브하우징의 내부에 위치한 밸브(80)는 노즐폐쇄전단(86)과 

밸브샤프트(82)를 포함하며, 밸브샤프트(82)가 밸브하우징(30)에 대하여 밀폐구조를 가지며 왕복이동한

다. 이에 따라 도장공급호스(74h)에서 공급되는 도장원료는 유체통로 내에서 밀폐되며 노즐개구(42)로 

이동된다. 도장공급호수(74h)와 호스지지부(190)가 서로 결합되어 고정력이 증대되는 구조를 갖는다.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문헌 3에서는 손가락과 결합하는 계기면(150)의 이동에 따라 밸브샤프트가 

이동하면서 도료를 분사하면서 도료의 밀폐를 유지하므로 안정적인 도료의 분사가 가능하며 도장공급

호수와 호스지지부가 결합되어 유동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의견

유사점

도장에 사용되는 도장원료를 분사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파지 및 동작에 따라 도장원

료가 분사되며 내부에 밀폐구조를 가지고 있어 본 기술의 외형과 수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유출밸브 등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고, 발명의 효과 일부가 유사함.

차이점

문헌 3에서는 별도의 도장공급호수가 구성되어 외부에서 도장원료가 공급되는 방식으

로 수중에서 사용할 경우 도료의 손실 및 추가되는 장치를 고려하면 작업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본 기술에서는 원료탱크가 내장되고, 원료탱크와 하우징의 

연결위치에 유출밸브가 구비되며 수중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명의 구성과 효

과에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4

문헌번호 1995-016505 출원인 ANEST IWATA CORP 출원일 1993.06.29.

기술명 분무기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4는 도료를 공급하는 분무기에 있어서, 도료 공급 및 정지를 하는 밸브와, 밸브를 압축 공기

에 따라 개폐시키는 밸브작동기구를 갖고, 밸브로 니들밸브를 사용하여 도료 공급로를 개폐시키는 동

시에 밸브나 밸브작동기구를 분무기의 캡(1)과 노즐(2)의 분사축선에서 분리 가능하게 구성하여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문헌 4에 개시된 분무기는 본체(S)와, 압축공기를 공급받는 공기통로를 갖고, 

도료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공기의 압축력에 의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를 갖는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문헌 4는 공기의 압축력에 따라 외부에서 공급받는 도료를 노즐로 이동시키

면서 노즐과 니들밸브 및 니들밸브를 공압으로 구동시키는 밸브작동기구를 착탈하여 유지보수가 용이

한 장점이 있다.

의견

유사점

문헌 4에 개시된 분무기는 공압을 이용하여 도료를 이동시키는 구성과, 니들밸브를 통

해 도료를 이동시켜 역방향 이동을 방지하는 구성과, 사용자가 파지 가능한 본체의 구

성 등을 포함하여 본 기술에서 개시된 유출밸브, 공압을 이용한 도료의 이동 등의 내용

과 다소 유사한 점을 보임.

차이점

문헌 4에서는 별도의 도료 공급호수,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호수가 요구되어 수중에서 

작업 시 필요 구성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효율이 낮아지며, 손실되는 도료의 양이 많아

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본 기술에서는 도료탱크를 내장하여 손실되는 도료의 양을 감

소시키고 수밀성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수중코팅용 다중분사노즐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기술은 수중에 설치된 기구나 구조물의 보수를 목적으로 수중작업이 가능한 다중

분사노즐에 관한 것으로, 수중에서 피도면 가까이에 노즐을 위치시킨 후 공기 분사노즐

을 통해 피도면과 노즐 사이의 수용공간에서 물을 배출시킨 후 코팅제 분사노즐을 통해 

코팅제를 분사시키는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측에 수밀용 고무가 구비되어 노즐과 피도면 사이에서 수밀성이 유지되는 한편, 수

중에서 발생되는 코팅제의 비산에 의한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공기 중 스프레이 분사 방

식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IOST Ref 2018-1-63 의뢰일자 2018.08.07. 보고일 2018.08.24.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수중 코팅을 위하여 피도면과 노즐의 사이에 수밀성을 유지하면서 공기를 주입하여 

수중 환경을 배제한다는 점과, 공기와 코팅제를 순차적으로 도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WWW.KIPRI

S.OR.KR

WWW.WIPS

ON.CO.KR

((수중 OR 물속 OR 해양 OR 잠수) NEAR2 (코팅 OR 도료 OR 

도색 OR 도장 OR 도포 OR 분무 OR 분사 OR 표면처리 OR 스

프레이)) AND (수밀 OR 방수) AND 노즐

미국, 일

본, 유럽, 

PCT

WWW.WIPS

ON.CO.KR

((UNDERWATER OR SUBMER*) NEAR2 (COAT* OR COVER 

OR SPRAY OR SURFAC* OR FILM OR LAMINAR OR 

TREAT*)) AND ((WATER NEAR1 TIGHT) OR (WATER NEAR1 

SEAL) OR WATERPROOF*) AND NOZZLE



검색조건

검토결과

 선행기술 조사 결과 공기와 도료가 별도로 공급된다는 점과 내부 수용공간에 수밀

성을 갖는 공간을 형성하는 정도는 종래 기술에서 쉽게 발견되고 명시적으로 동일한 

구성이 아닐지라도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구성으로 생각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10-1763781(2017.05.

04)

두림야스카와

㈜
도료 분사장치용 분사노즐 Y

2 미국
US6360965B1(2002.5

.26)

Joseph H. 

CLEARMAN, 

Jack F. 

Clearman

FLUID DELIVERY FROM A SPRAY 

HEAD HAVING A MOVING NOZZLE
A

3 미국 US9302278B2(2015.12.03)

Tsung Mao 

Industrial 

Co.,Ltd

NOZZLE OF SPRAY GUN Y

4 한국 10-1321692(13.10.23.)

㈜캠스텍, 

전북대학교산

학협력단

다중유체 분사노즐 Y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기술은 수중에서 코팅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용도에 

관한 것으로, 본 기술에서 노즐의 구성과 형상으로부터 기술적 특징을 도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자료만으로 생각건대, 노즐의 구성과 형상

은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종래 기술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등록받더라도 권리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노즐을 이용한 구체적인 수중 코팅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등록을 도모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B

시장성

해당 기술의 제품화 시 구성이 단순하여 제작비용에 강점을 보여 시장성은 

높다고 생각되나, 구성이 단순한 만큼 실시 과정에서 종전 특허등록 건들의 

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의 등록 후 권리의 이전 측면에서 보면 실시가 용이하고 종래 코팅

건 등에 즉각 결합할 수 있어 사용성과 이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

다.

B

가독립항

밀폐구조를 몸체;

상기 몸체의 하부에 구비되며 내측으로 오목한 형상을 갖는 수중밀폐부;

상기 수중밀폐부의 외측 둘레를 따라 구비되며 연성을 갖는 밀착부재;

상기 하우징을 상하방향으로 관통하면서 코팅원료의 이동로를 제공하는 코팅이동라인;

상기 하우징을 상하방향으로 관통하면서 공기의 이동로를 제공하는 공기이동라인; 및

상기 코팅이동라인 및 공기이동라인의 단부에 구비되며 유체의 역방향 이동을 방지하는 

유출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 코팅 분사 노즐



선행문헌 1

문헌번호 10-1763781 출원인 두림야스카와(주) 출원일 2015.10.21.

기술명 공기압을 이용한 수중 도장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1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액상도료를 미스트 형태로 분무함과 동시에 분무되는 액상도료를 압축

공기를 통해 외부로 분사하는 분사노즐에 관한 것으로, 내부에 액상도료가 공급되는 내부 쉬라우드, 

내부 쉬라우드 내주면과 외주면 사이에 압축공기가 공급되는 외부 쉬라우드, 연성 재질로 형성되어 공

기와 액상도료가 통과하는 유로를 밀폐하여 압축공기가 설정된 경로를 따라 공급되도록 유로를 형성하

는 형성부재를 포함한다.

 문헌 1의 구성으로부터 피도물의 표면에 밀착한 상태로 공기와 액상도료가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외

부로 배출되어 기밀성을 유지한 상태로 압축공기와 액상도료를 선택적으로 공급 가능하며 피 도장물에 

대한 균일한 코팅 도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의견

유사점

문헌 1은 공기가 배출되는 외부 쉬라우드와 액상도료가 배출되는 내부 쉬라우드를 포

함하여 공기와 액상도료가 서로 분리된 상태로 배출 가능하며, 문헌 1의 단면형상으로

부터 피도물의 표면에 밀착한 상태로 액상도료의 비산을 방지하는 구조를 가져 본 기

술의 공기와 코팅제가 별개의 분사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구성과 노즐과 피도면 사이에 

수밀성 공간이 확보되는 구성이 유사함.

차이점
문헌 1에서는 수중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명시적 기재는 없고, 노즐의 단부에 방수성 소

재를 구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US6360965B1 출원인

Joseph H. 

CLEARMAN, Jack 

F. Clearman

출원일 2000.10.17.

기술명 FLUID DELIVERY FROM A SPRAY HEAD HAVING A MOVING NOZZLE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2는 이동하는 노즐을 갖는 스프레이 헤드에 관한 것으로, 하

우징(42)의 내부에서 유체가 노즐(48)로 이동할 때 하우징의 내부 유

체의 이동에 따라 노즐이 일정 각도로 워블링운동(wobbling)을 수행

하면서 움직이도록 하는 워블링터빈과, 워블링터빈의 아래에 설치되

어 유체의 방향을 조절하는 유체방향전환수단을 포함한다.

  문헌 2의 노즐에는 실링부재가 설치되어 유체의 누수를 방지하고 

다수의 홀이 구비되어 각각의 홀을 통해 유체가 배출된다. 노즐의 하

부 외형으로부터 스프레이 대상물과 접촉하였을 때 밀착됨을 알 수 

있으며 문헌 2의 내용으로부터 공기를 물의 흐름에 도입하여 공기 

함유 수분을 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문헌 2에서는 다수의 홀을 통해 공기나 액

체가 외부로 분사되면서 노즐이 워블링원동을 수행하며, 유체의 흐름 

방향을 조절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견

유사점

문헌 2의 기술분야는 본 기술과 동일한 것은 아니나 노즐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

어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홀이 형성된 노즐과, 노즐의 외형으로부터 밀착성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본 기술의 구성 일부와 유사함. 

차이점

문헌 2에서는 공기와 액체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분사되는 구조가 아닌 점에서 본 기

술과 차이가 있고, 문헌 2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기와 코팅도료가 분사되

는 본 기술의 사용상태에 대한 특징까지 도출되긴 어렵다고 보임.



선행문헌 3

문헌번호 US9302278B2 출원인
Tsung Mao Industrial 

Co.,Ltd
출원일 2014.03.29

기술명 NOZZLE OF SPRAY GUN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3은 스프레이건의 노즐에 관한 것으로, 중앙에 위치한 중앙통로(31)와, 다수의 보조 통로(32)

와, 다수의 공기 통로(33)를 갖는 에어캡(30), 에어캡의 후면에 위치하며 다수의 구멍이 관통된 보드

(40), 노즐의 단부에서 에어캡과 보드를 고정시키는 커버(50)를 포함하며, 2개의 가이드면(34)을 가져 

페인트의 분사 영역을 조절한다. 또한, 공기는 중앙통로(31)와 노즐(60) 사이의 간극을 통과하면서 사

이판원리에 의해 페인트경로(301)에 있는 페인트를 노즐로부터 분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문헌 3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을 통해 가이드면을 따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분사 영역을 증가시

킬 수 있으며, 사이판원리에 의해 에너지가 절약된다.

의견

유사점

공기가 분사되는 배출구와 페인트가 분사되는 배출구를 서로 분리시켜 순차적으로 또

는 동시에 분사할 수 있고, 가이드면을 통해 분사되는 페인트의 분사 영역을 조절 가능

하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소 유사함.

차이점

문헌 3에서는 피도장물의 표면과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성 소재의 부재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자체 구조가 수밀성을 갖는다는 점 또한 언급되어 있지 않

음.



선행문헌 4

문헌번호 10-1321692 출원인
㈜캠스텍,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출원일 2013.03.26.

기술명 다중유체 분사노즐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4는 다중 유체를 분사하는 노즐에 있어서, 상부캡(100a), 튜

브몸체(100b) 및 하부배출구(100c)를 포함하며, 상부캡에 형성된 제

1액체유입구와 제2액체유입구와 튜브몸체를 상하방향으로 관통하여 

형성된 제1챔버(150a) 및 제2챔버(150b)와, 외부와 제1챔버 및 제2

챔버를 연통시키는 제1공기유입구(130a) 및 제2공기유입구(130b)와, 

하부배출부에 형성된 혼합챔버(180) 및 분사구(190)를 포함한다. 노

즐의 하부에 구비된 분사구는 혼합챔버에서 혼합된 액상물질을 다수

의 홀을 통하여 분사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노즐로 투입되는 두 개의 액상물질이 공기와 혼합되는 

공간을 별도로 구비하여 두 물질의 혼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유체 유입량을 별도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분사가 가능

한 장점이 있다.

  또한, 문헌 4의 종속항에는 제1챔버와 제2챔버에 각각 장착되면서 

다수의 통로(125)가 형성된 제1유체관과 제2유체관을 통해 각기 서

로 다른 유체가 분사구를 통해 분사됨을 시사하고 있어 2 이상의 유

체를 혼합 또는 분리하여 분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유사점

문헌 4에 개시된 노즐에는 다수의 분사홀이 형성되어 있고, 서로 다른 유체와 공기가 

혼합 또는 분리된 상태로 독립적으로 분사됨을 암시하여 본 기술의 공기와 코팅원료의 

독립적 분사 기능과 유사함.

차이점

문헌 4에서는 본 기술의 특징인 수밀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노즐의 하

단부를 오목한 형상으로 하여 피도물의 표면과 접촉한 상태로 밀폐된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페인트볼과 분사총을 이용한 수중코팅 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기술은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복원 및 코팅 작업 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

면에 코팅제 등을 도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기술에서는 페인트볼과 같이 코팅제를 총알의 형태로 제작하여 분사장치를 통해 

분사함에 따라 해양 구조물의 표면에서 코팅제가 터지면서 도포되고 이를 브러시 등으

로 처리하여 코팅제의 수중 손실을 방지하고, 코팅제의 부유나 발산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수중에서 사용되는 코팅제의 높은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롤러나 

붓에서 코팅볼으로 도포 방식을 변경하였다.

KIOST Ref 2018-1-64 의뢰일자 2018.08.07. 보고일 2018.08.24.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페인트볼 등 코팅제를 볼의 형태로 도포하는 방식이나 장치를 기준으로 검색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WWW.KIPRI

S.OR.KR

WWW.WIPS

ON.CO.KR

((수중 OR 물속 OR 해양 OR 잠수) NEAR2 (코팅 OR 도료 OR 

도색 OR 도장 OR 도포 OR 분무 OR 분사 OR 표면처리 OR 스

프레이)) AND (볼 NEAR2 (코팅 OR 페인트))

미국, 일

본, 유럽, 

PCT

WWW.WIPS

ON.CO.KR

((UNDERWATER OR SUBMER*) NEAR2 (COAT* OR COVER 

OR SPRAY OR SURFAC* OR FILM OR LAMINAR OR 

TREAT*)) AND ((WATER NEAR1 TIGHT) OR (WATER NEAR1 

SEAL) OR WATERPROOF*) AND (BALL NEAR2 (COAT* OR 

PAINT))

검토결과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페인트볼, 페인트볼의 발사장치, 본 기술분야 외에서 코팅체

를 형성하여 도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발명은 존재하나, 본 기술에서 수중 구조물의 



검색조건

코팅을 위하여 코팅볼을 형성 및 이를 이용하는 내용에 대한 명시적 문헌은 찾아보

기 어려웠다.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특1994-0024399(199

4.11.18.)

퍼펙트 서클 

페인트 볼 

인코포레이티드

페인트 볼 A

2 일본
공개2003-148895A(2

003.05.21.)

SEIO:KK 

(株式会社聖桜)

경찰봉 겸용 형광 컬러 페인트 용기 

연속 발사총
A

3 미국
US2016/0123696A1(2016.0

3.05)
BAO SHYAN LAI

AIR-CHANNEL STRUCTURE OF 

PAINTBALL GUN
A

4 한국
10-1686060(2016.12.13

.)

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천연아스팔트 코팅볼을 활용한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및 이를 이용한 

포장구조 시공방법

A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기술은 수중에서 코팅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코팅볼을 형성하고 

이를 수중에서 도포하는 기술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본 발명의 내용이 직

접적으로 언급되는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워 등록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코팅볼의 구체적 조성이나 물적 특성과, 코팅볼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치의 구성을 구체화하여 수중 구조물의 표면처리 방법 등으로 권리화

를 도모하는 것이 진보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중에서 코팅볼을 이용하여 코팅하는 방법 자체를 신규하다고 본다면 권리

성은 다소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A

시장성

본 기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코팅볼의 제작, 수중에서의 발사장치 제작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수중에서의 발사장치의 원리를 제작과 비용 측면에서 단

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 과정이 선행된다면 시장진입은 원활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만, 본 기술에서 선박이나 수중 구조물 등 규모가 큰 구조체를 대

상으로 하므로 시장 규모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B

가독립항

수중에서 코팅볼을 도포하여 구조물을 코팅하는 코팅방법에 있어서,

코팅볼의 제조단계;

상기 제조단계에서 제조된 코팅볼을 발사장치를 통해 수중에서 발사하여 구조물의 표면

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코팅층형성단계; 및

상기 코팅층형성단계에서 형성된 코팅층을 브러시로 마감하는 마감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코팅볼을 이용한 수중 코팅방법.



선행문헌 1

문헌번호 특1994-0024399 출원인
퍼펙트 서클 페인트 볼 

인코포레이티드
출원일 1993.04.19.

기술명 페인트 볼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1은 페인트 볼의 껍질에 관한 것으로, 내측벽, 외측벽 및 껍질부재로 형성되고, 대칭축을 가지

는 구형의 껍질부재가 외측벽상의 충격점으로부터 대칭축을 기준으로 분쇄되면서 외부 충격에 의해 분

쇄되는 페인트볼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분쇄되는 원주라인은 선형중합체, 

첨가제 등의 혼합 첨가제로, 내부에 착색제(페인트)가 수용성 염료로 이루어져 대칭축을 기준으로 껍

질부재가 분쇄되었을 때 내부에 수용된 염료가 분산된다.

의견

유사점

문헌 1은 내부에 페인트가 수용되는 구 형상의 페인트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본 기술은 일정 형상을 갖는 코팅볼을 제작 및 발사하여 페인트볼이 파괴됨에 따라 구

조물의 표면에 코팅제가 도포됨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어, 기술분야와 코팅볼의 구

조가 다소 유사함.

차이점

문헌 1에서는 수중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고, 페인트볼을 발사하기 위

한 장치와 수중 구조물의 코팅에 페인트볼 형상을 이용하는 본 기술의 특징에 대한 암

시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10-0874126 출원인
SEIO:KK 

(株式会社聖桜)
출원일 2001.11.13.

기술명 경찰봉 겸용 형광 컬러 페인트 용기 연속 발사총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2는 컬러 페인트 볼을 연속 발사하여 형광물질을 도료하는 총에 관한 것으로, 방아쇠(8)를 당겨 

형광페인트(7)를 스프링(10)의 힘으로 발사키는 구조를 갖는다. 이 때 형광페인트는 아래에 위치한 스

프링(6)에 의해 순차적으로 밀려 올라가며, 장전을 위한 스프링(10)에 다시 압축력을 가하는 커버(3)를 

통해 재장전 되는 구조이다.

 문헌 2의 구조는 스프링을 이용한 장전과 발사체를 특징으로 하며 가스를 이용한 장전과 발사의 경

우와 비교할 때 오히려 수중에서 사용되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

유사점
문헌 2에서는 페인트볼의 장전과 발사 구조를 개시하고 있어 본 기술의 코팅볼의 발사

장치와 기술분야가 유사하다.

차이점

문헌 2는 페인트볼을 발사한다는 것 외에 본 기술의 수중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코팅볼

을 형성하고, 이를 밀폐구조를 갖는 발사체를 통해 발사하여 수중 구조물의 코팅을 도

모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선행문헌 3

문헌번호 US2016/0123696A1 출원인 BAO SHYAN LAI 출원일 2014.11.04

기술명 AIR-CHANNEL STRUCTURE OF PAINTBALL GUN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3은 페인트볼 건의 공기 채널 구조에 관한 것으로, 고압 가스를 이용하여 페인트볼을 발사하는 

구조체에 대하여 개시된다. 이를 위하여 문헌 3은 본체(1)와 건핸들(2) 및 전방 핸들(3)을 포함한다. 

본체에는 페인트 볼을 발사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제공하는 공기채널이 구비되며, 파이프(8)는 내부

에 2차공기채널(84)이 구비되는 동시에 건핸들(2)과 전방핸들(3)을 서로 연결한다. 2차공기채널(84)은 

가스용기(71)와 흡입 밸브(7)에 연결된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문헌 3은 가스 누출을 초래하는 충격에 의해 쉽게 손상되지 않고 방아쇠를 

보호하는 파이프를 통해 안전장치가 구비되는 장점이 있다.

의견

유사점
페인트볼을 장전 및 발사하는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본 기술과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본 기술에서 사용되는 발사장치의 외형과 다소 유사한 형상을 갖는다.

차이점

문헌 3에서는 수중에서 이용된다거나 표면 코팅 및 처리에 볼 형태의 코팅제와 브러시

를 이용한다는 본 기술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본 기술의 수중 구조물의 표면 

코팅 및 처리의 단계에 대한 효과가 문헌 3의 발사장치의 구조만으로 도출되기 어려움.



선행문헌 4

문헌번호 10-1686060 출원인 주식회사 로드코리아 출원일 2015.08.11.

기술명
천연아스팔트 코팅볼을 활용한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및 이를 이용한 포장구조 

시공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문헌 4는 아스팔트 표층의 포장에 코팅볼을 활용한 구조에 대한 발명으로, 개질아스팔트, 골재, 박

리저감제, 첨가제를 포함하는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있어서, 일반아스팔트에 천연아스팔트를 혼합

하되, 천연아스팔트는 표면에 석분에 의한 코팅층이 형성된 볼형태의 석분코팅볼이 첨가된다.

  문헌 4에서는 볼 형태의 석분코팅볼을 이용하여 개질아스팔트의 제조 시 취급의 용이성과 열화 방

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의견

유사점

문헌 4에 개시된 석분코팅볼은 취급의 용이성과 물성 특성의 개선을 위하여 석분에 의

한 코팅층을 형성하여 아스팔트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 기술에서 페인트의 

물성 특성을 개선하고 재료 절감을 위하여 볼 형태의 도료를 사용하는 점과 비교할 때 

과제의 해결 원리 일부가 유사함.

차이점

문헌 4는 본 기술과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고 수중에서 발생되는 페인트의 비산과 손실 

및 점도의 특성을 고려한 본 발명의 페인트볼과 기능이 상이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 

구조도 다른 것으로 생각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퇴적물 입자분리과정에서의 시료유실방지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 과정에서 실험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

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퇴적물 입자분리과정에서의 시료유실방지장치에 관한 것으

로, 비이커 투입부에 센서를 설치하여 비이커 존재 유무에 따라 시료 배출부의 개폐와 

시료의 입자를 분리하기 위한 체의 이탈방지를 위한 고정과 체의 상부의 시료 유실을 

막기 위한 장치의 작동을 제어하여 시료유실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료유실

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KIOST Ref 2018-1-65 의뢰일자 2018.08.09 보고일 2018.08.22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퇴적물, 퇴적토양 시료를 실험 분석하는 수단이 속한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퇴적물+퇴적토양)+ 시료+ 실험+ 분석, 채질기, (B07B 1/28 +  

 B07B 1/42)*퇴적물*분석+토양*분석  

   해외

(US,EU,CN

,JP,PCT)

KIPRIS
G01N

(sediments+fluvial)*sieve*experiment+sieve*test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채취된 퇴적물이나 퇴적토양의 시료를 일정량 배출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이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특허제10-1849627호 대한민국 퇴적물 시료의 자동 체질기 A

2 대한민국 특허제10-1384984호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채취현장의 환경측정이 가능한 퇴적
물시료 채취장치 및 이를 이용한 퇴
적물시료 분석방법

A

3 EP EP 1 406 733 B1

HTE 
ktiengesellscha
ft The High 
Throughput 
Experimentatio
n Company

SIEVE DEVICE FOR SCREENING 
SOLID MATERIALS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 과정에서 실험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퇴적물 입자분리과정에서

의 시료유실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비이커 투입부에 센서를 설치하여 비이

커 존재 유무에 따라 시료 배출부의 개폐와 시료의 입자를 분리하기 위한 체

의 이탈방지를 위한 고정과, 체의 상부의 시료 유실을 막기 위한 장치의 작

동을 제어하기 위한 구성에 대한 특허의 가능성이 있음. 다만, 체의 고정구조

와 체 상부 가장자리에서 깔데기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틈을 선택적으로 막기 

위한 구체적 구성이 제시된다면 특허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권리성 : 시료를 받는 비이커의 존재유부를 감지하기 위한 구성, 비이커의 감

지여부에 따라 밸브를 개폐하는 구성 및 체의 고정과 체와 깔데기 사이의 공

간을 막아 시료의 유질을 방지하는 구성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A

시장성

현재,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 장치가 속하는 기술의 산업분야 및  관련기초

과학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본 발명이 속하는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 장

치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B

가독립항

1.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깔데기를 구비한 상부판과 비이커가 안착되는 하부판을 구비

한 프레임;

   상기 깔데기의 상단에 설치되는 체(SIEVE);

   상기 깔데기의 하단부에 구비되어 시료를 선택적으로 배출하도록 개폐 작동되는 밸

브; 및

   상기 하부판의 안착위치에 비이커가 안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비이커 

감지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비이커 감지센서가 감지한 비이커의 안착여부에 따라 상기 밸브가 개폐되는 거

을 특징으로 하는, 시료유실 방지장치를 갖는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깔데기의 상단 영역에는, 상기 상단 영역과 상기 체의 외주연 사이에 형성되는 

틈을 막아 시료의 유실을 막기 위한 틈막음부재가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료유

실 방지장치를 갖는 퇴적토양 시료 분석실험장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스위블 안전보강 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양에서 무어링 용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스위블, 체인, 샤클 등)의 연

결구조에 관한 것으로, 기존 스위블에 U자형 안전보강구조물(하기 그림의 큰 회색 U자

형)을 추가로 장착하여 체인이 절단되거나 연결 샤클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 기기의 이

탈을 방지할 수 있고, 샤클의 볼트가 풀리거나 이탈되더라도 보강된 안전보강 구조물이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비의 훼손 또는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

KIOST Ref 2018-67-0 의뢰일자 2018.08.23 보고일 2018.08.30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정박 시의 무어링 시스템 부품(스위블, 샤클, 체인 등)이 속한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B63B, (스위블+샤클+체인)*(보호+보강+커버+이중)

해외

(US,EU,CN

,JP,PCT)

KIPRIS (mooring)*(shackle+swivel+chain)*(double+multiple+second)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무어링 시스템 부품 중 스위블, 샤클, 체인 등을 감싸서 이를 보

강하는 유사 기술들이 검색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일본
11037197

(1999.02.09)

SUMITOMO 

RUBBER IND LTD
제진기 장치 Y

2 대한민국
20-2015-0002188

(2015.06.09)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터렛 무어링 시스템 보조 장치 A

3 대한민국
20-0345089

(2004.03.18.)
권석범 선박 계류줄의 연결구 A

4 대한민국
10-2017-0123514

(2017.11.08)

㈜대륜하이테

크
밸런스 체인용 스위블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해양에서 무어링 용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스

위블, 체인, 샤클 등)의 연결구조에 관한 것으로, 2중 잠금 기능을 할 수 있

는 안전보강구조물을 추가로 장착하는 단순한 구성은 선행문헌들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기존 스위블(샤클, 체인 포함)

을 감싸는 구체적 방법, 선행문헌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안전보강구조물의 

구체적 구성, 특히 이 안전보강구조물이 스위블과 인접한 체인 사이를 관통

하여 고정되는 구체적 구성 등이 제시된다면 특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됨.  

권리성 : 기존 스위블(샤클, 체인 포함)을 감싸서 보호하게 되는 단순한 개념

의 권리 형성은 어렵지만, 안전보강구조물의 구체적인 구성 및 방법, 특히 기

존 무어링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고, 스위블과 인접한 체인 사이를 관통하여 

고정되는 구체적 구성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현재, 해양에서 무어링 용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장치는 한 번 설치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항구에 

기항할 수 있는 선박과 달리 유지보수가 매우 곤란하여 고품질의 성능이 요

구됨. 따라서, 향후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해양플랜트에 

공급되는 부품의 시장규모 또한 경기변동의 영향 없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발명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

음.

A

가독립항

1. 일측이 개구되어 무어링 시스템 부품*의 일부를 감싸기 위한 수용부를 형성하도록 

‘U’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강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안전보강부재의 양단에는,

   상기 무어링 시스템 부품의 일영역에 결합하도록 된 결합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어링 시스템 부품 안전보강 장치.

*무어링 시스템 부품 : 스위블, 샤클, 체인



선행문헌 1

문헌번호 11037197 출원인
SUMITOMO 

RUBBER IND LTD
출원일 1997.07.16

기술명 제진기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중량물을 계류할 때 작용하는 인장력을 효과적으로 완충할 수 있고 특히 선박 등의 계

류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1, 2 샤클(7, 8)을 연결하는 중심선과 직각 방향으로 근접 

이동하는 링크부에 의해 링크 구조(5)를 형성하고 이 링크 구조(5)를 상기 설치부(16, 17)를 남겨두어 

탄성재로 구성되는 복체(6)에 매설하여 이루어지는 제진 장치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과 본 발명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무어링 시스템 부품(스위블, 샤클, 체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어링 시스템 부품의 일부를 감싸는 형상(이중으로 구성된 점)으

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무어링 시스템 부품(스위블, 샤클, 체인)의 일부 및 연결부위를 감싸지

만, 본 발명과 구조 및 방법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에 차이가 있음. 특히 본 발명의 일

측이 개구되어 수용부가 형성된 ‘U’자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선행

문헌 2에는 탄성재로 이루어진 복체(6)로 이루어져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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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 (가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상 무선통신용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종래, 도시, 산악, 평야지대 등과 같은 육지에서의 무선통신방법은, 예를 들면, 도시

지역인 경우는 건물 옥상, 산악인 경우는 철탑, 평야지대에서는 전봇대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운용되고 있으나, 해상(일반적으로, 육지 해안선으

로부터 12해리(22.224km) 까지의 영해를 포함한 200해리(370.4 km) 경제수역까지를 

의미함)에 대하여는, 통신 장애물이 없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지물이 없음으로 인해 장거리 통신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최근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 타워를 응용하여 50km 

이상 해상 거리간격과 이 거리간격에 적합하게 산정된 높이의 해상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에 의해 해상에서도 육상과 유사하게 통신할 수 있는 중계기 플랫폼 구축이 2017년경

부터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에서 장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은 현재까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기술을 응용한 부유식 중계기 타워를 해상에 그리드 형태로 배열하는 것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육지에서 수백km 떨어진 해

상, 예를 들면, 200해리(370.4 km)를 벗어난 최대 400해리(740.8km) 까지도 통화가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할 해역 전체가 육지와 유사한 통신환경으로 통신이 가

능하도록 구성되는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

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KIOST Ref 2018-70-0 의뢰일자 2018.09.17. 보고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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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해상 풍력타워 등과 같은 부유체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거리를 증대시키는 

기술내용에 대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부유체와, 중계기를 이용한 통신방법 및 

통신시스템에 대하여 각각 검색을 수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주요 키워드 

KR, US, 

EP, JP, 

PCT 

KIPRIS,

WIPS 

해상, 해상 풍력타워, 부유체, 부이, 중계기, 부유식 중계기, 무

선통신망, 무선통신방법, 무선통신시스템 

 sea, offshore wind tower, float, buoy, repeater, floating 

repeater,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wireless 

communication metho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검토결과

 선행문헌 1에는 해상의 부이, 애드벌룬, 풍력발전기를 구비하는 해상 무선통신을 위

한 중계기 시스템에 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선행문헌 2에는 해상에서 태양

광, 파력, 풍력, 조류를 이용하여 발전을 행하는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에 관

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문헌 1과 선행문헌 2를 조합하면 본 발명에 

제시된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등록특허 10-1571519 

(2015.11.18.)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 

시스템
Y

2 KR
등록특허 10-1178482 

(2012.08.24.)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 Y  

3 KR

공개특허 

10-2016-0104843 

(2016.09.06.)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해양 플랜트 및 해양 선박을 위한 

해상 통신 중계장치 및 시스템
A 

4 KR

공개특허 

10-2011-0043963 

(2011.04.28.)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상 통신 장치 및 방법 A 

5 PCT
WO 2006/110168 

(2006.10.19.) 

RAYTHEON 

COMPANY

EXTENDABLE SPAR BUOY 

SEA-BASED COMMUNICATION 

SYSTEM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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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기술을 응용한 부유식 중계기 타워를 해상

에 그리드 형태로 배열하는 것에 의해 육지에서 수백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통신환경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이나, 선행문헌 1에는 해상의 부이, 애드벌룬, 풍력발전기를 구비하는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 시스템에 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문

헌 2에는 해상에서 태양광, 파력, 풍력, 조류를 이용하여 발전을 행하는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에 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여기서, 본 발명의 구성은 해상 부유체에 중계기 및 발전기가 설치되는 반

면, 선행문헌 1은 부이와 선재로 연결된 애드벌룬에 중계기가 설치되고 선재

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며, 선행문헌 2에는 해상에서 태양광, 파력, 풍력, 조

류를 이용하여 발전을 행하는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에 관한 구성만

이 제시되어 있고 중계기에 대한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본원

발명의 구성과 차이점이 있으나, 선행문헌 1 내지 선행문헌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신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중계기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있어 자명한 기술내용이므로, 이러한 차이점만으로는 심사관에 

의해 종래기술의 단순결합이나 단순 설계변경으로 간주되어 진보성이 인정되

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본 발명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예를 들면, 특허출원제안서

의 2페이지 및 도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육지와 유사한 통신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 중계기의 배치 및 간격을 결정하여 그리드망을 구축하는 알고리즘이

나, 또는, 중계기 자체의 구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과 같이, 종래기술과 차

별화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B 

시장성

 본 발명에 따르면, 부유식 중계기 타워를 해상에 그리드 형태로 배열하는 

것에 의해 육지에서 수백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통신환경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됨으로써, 해상에서 먼 거리까지는 통신이 불가능하

였던 종래기술의 해상 무선통신 방법 및 장치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

므로, 기존의 통신시스템을 대체하여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가독립항

 해상에 부유하도록 설치되는 부유체; 

 상기 부유체의 일측에 설치되는 통신 중계기; 

 상기 부유체의 일측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 

 상기 부유체의 일측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기; 및 

 상기 부유체의 일측에 설치되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상기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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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571519호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등록일 2015.11.18.

기술명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 시스템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지국(10); 기지국(10)과 네트워

크를 형성하기 위해 해상의 고정위치를 확보하는 부이, 선박, 해양플랫폼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는 

해상고정체(20); 및 해상고정체(20)의 상측 대기 중의 개방 공간에서 설정된 위치를 유지하도록 선재

(35)를 사용하여 연결되고 기지국(10)으로부터 무선통신을 매개하는 중계기(32)를 지니는 애드벌룬

(3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음. 

[선행문헌 1의 도 1]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해상의 부이, 애드벌룬, 풍력발전기를 연계하여 육상과 해상, 해상과 선

박, 선박과 선박간에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를 수행하는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부유식 중계기 타워를 해상에 그리드 형태로 배열하여 

해상 무선통신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본원발명의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과 일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중계기(32)가 구비된 애드벌룬(30)을 해상고정체(20)와 선재(35)로 연

결하는 구성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본원발명과 같이 해상 부유체에 중계기 및 발전기 

등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

통신 시스템과 같은 구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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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178482호 
출원인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2.08.24. 

기술명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태양광, 파력, 풍력, 조류 발전을 복합한 형태의 발전블록으로 이루어지는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해, 해상에 부유할 수 있는 부유체(10); 부유체(10)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기(12); 부유체(10)의 측면에 설치되는 파력발전기(14); 부유체(10)의 상부에 설

치되는 풍력발전기(16); 부유체(10)의 하부에 설치되는 조류발전기(18); 및 이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되

어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력을 제어하는 복합전력 관리장치(30)를 포함하여,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각

종 해상구조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100)을 제시하고 

있음. 

[선행문헌 2의 도 1]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해양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태양광, 파력, 풍력, 조류 등을 이용하

여 발전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해상 부유식 복합 발전 시스템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부유체에 중계기 및 풍력발전기를 구비하도록 구성되는 본원발

명의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과 일부 유

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2는 태양광, 파력, 풍력, 조류를 이용하여 발전용량을 극대화하는 해상 부유

식 복합 발전 시스템의 구성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해상 부유체에 중계기 및 발전기 

등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본원발명의 해상 무선통신용 부유식 중계기 및 이를 이용한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과 같은 구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

로 판단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KIOST Ref 2018-73-0 의뢰일자 2018.09.18 보고일 2018.10.08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체인방식의 환경시료 자동 병입장치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환경시료의 채취에 적합한, 특히 해수중 플랑크톤이나 미세프라스틱과 같은

입자시료 채취를  위한 자동병입장치에 관한 것으로, 깨끗히 세척되고 병마개가 닫혀있

는 빈시료병이 체인형태로 서로 연결된 각각의 고정부재에 삽입되어 정렬 된 상태에서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송될 수 있고, 이송된 빈시료병의 병뚜껑을 열고 액체상의 시료를

병입한 후 시료보관에 필요한 보존시약을  첨가하고 다시 병뚜껑을 닫도록 된 체인방식

의 환경시료 자동 병입장치에 관한 것이다.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자동 병입, 자동 주입장치가 속한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 (자동주입+자동병입)+액체 / . (자동주입+자동병입)+연속 

 . (자동주입+자동병입)+시료 / . (자동주입+자동병입)+음료 

 .  (자동주입+자동병입)+ G01N + B65B + 시료+액상 

   해외 

(US,EU,CN

,JP,PCT) 

KIPRIS 

. G01N+ B65B 

. injection* device+liquid*Filling*Machine 

. apparatus*pouring*liquid*bottile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자동 병입, 자동 주입장치, 병입장치가 속한 기술분야에서 용기

가 체인형태의 캐리어에 의해 이송되는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이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공개특허 10-2016-

60924호 
대한민국 액상 주입용 컨베이어벨트 장치 Y 

2 대한민국 특허 제 10-895981호 
주식회사 

휴텍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위한 시료 자동 

주입 시스템 및 방법 
A 

3 중국 CN 102262165 A 주스후이서다

오진즈쭤쒀 

액체 시료 주입장치 및 액체시료 

주입방법 
A 

4 중국  CN 107985682 A 왕리나 자동 액체 주입 봉합기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환경시료의 채취에 적합한, 특히 해수중 플랑크톤

이나 미세프라스틱과 같은 입자시료 채취를  위한 자동병입장치에 관한 것으

로, 깨끗히 세척되고 병마개가 닫혀있는 빈시료병이 체인형태로 서로 연결된 

각각의 연결부재(캐리어)에 삽입되어 정렬 된 상태에서 순서대로 자동으로 

이송될 수 있고, 이송된 빈시료병의 병뚜껑을 열고 액체상의 시료를 병입한 

후 시료보관에 필요한 보존시약을  첨가하고 다시 병뚜껑을 닫도록 된 것으

로, 각각 빈시료병이 체인구조로 연결된 연결부재에 의해 연속적으로 같이 

이송시키는 구성은 특허 가능성이 있음.   

 

권리성 : 여러 개의 빈시료병(또는 액체수용 용기)을 연이어 동일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된 체인구조로 연결된 연결부재의 구성 및 각 연결부재의 빈시

료병 고정구조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낱개의 빈시료병이 끼움 결합되는 낱개의 연결부재의 특이한 형상 모

양을 디자인으로서 권리화할 수도 있을 것임.   

  A 

시장성 

현재, 시료 병입장치(주입장치)가 속하는 기술의 산업분야 및 관련 기초과학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자만, 시료의 병입에만 국한하지 않고 액체를 

자동 주입하는 장치에 적용할 경우에 시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B 

가독립항 

1. 용기를 주입위치로 이송하기 위한 용기 이송부; 및 

   상기 주입위치로 이송된 용기에 액상을 주입하기 위한 액상 주입부를 포함하고,   

   상기 용기 이송부는,  

   상기 용기가 끼움 결합되도록 결합공이 형성된 연결부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연결부

재는 다수개로 이루어져 서로 수평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서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상 자동 주입장치. 



 

 

 

 

 

 

선행문헌 1 

문헌번호 10-2016-0060924 출원인 이화섭 출원일 2014.11.21 

기술명 액상 주입용 컨베이어벨트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작업대 상부에 두개의 컨베이어벨트(11,12)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행되며 일정 개수

이상의 용기(21)가 한 셋트로 안착되는 이송판(20)을 컨베이어벨트(11)에 올려놓게 되면 컨베이어벨트

(11)를 따라 각 이송판(20)들이 이동되고 제어부의 신호에 따라 이송판(20)이 반대방향으로 운행되는

컨베이어벨트(12)로 이동되어 용기(21)에 액상이 주입되고 액상 주입이 완료되어진 이송판(20)은 제어

부 신호에 의해 다시 반대방향으로 운행되는 컨베이어벨트(11)로 이동되어 최초 작업 위치로 돌아와

컨베이어벨트 밖으로 밀려나와 지속적 순환 작업이 가능한 액상 주입용 컨베이어벨트 장치에 관한 것

이다. 



선행문헌 1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과 본 발명은 여러 개의 용기를 특정 캐리어에 안착시킨 후 주입위치로 이

송시킨 후 각각의 용기에 액상을 주입한다는 점에서만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은 각각의 용기가 블록 형태의 이송판에 담긴 상태에서 이송판(캐리어)이 각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이송되도록 된 것으로, 본 발명과 같이 용기를 이송하는 이송수단

으로서의 연결부재(캐리어)들이 체인구조로 연결되어 자유로운 곡선방향의 이송구조를

갖는 점, 각 연결부재(캐리어)들에 끼움 결합된 각 용기들의 순서가 변경되지 않는 점

등은 선행문헌 1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는 않은 차이점이 있음.  



선행문헌 1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해상 풍력-부유식 태양광 복합 발전시설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1. 풍력발전장치 타워에 태양광 모듈이 연결됨(수직이동이 자유롭도록 연결)

2. 태양광 모듈 간에 연결 구조(확장성 용이 / 파도에 의한 손상 없음)

3. 태양광 모듈이 수면 위에서 수직운동이 자유롭도록 형성됨

KIOST Ref 2018-KP10-1 의뢰일자 2018.09.19. 보고일 2018.10.02.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  2018. 09. 30. 까지의 공개문헌

1. 풍력발전장치와 태양열발전장치의 결합구조에 대해 조사함

2. 태양광 모듈 간의 결합구조에 대해 조사함

3. 태양광 모듈이 수면 위에서 수직운동이 자유롭도록 형성된 구조에 대해 조사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지담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남준욱 연락처 070-4820-5508

  



검색조건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WiPS ON

Kipris

1. (바다 수상 해상 대양 연안 마린 머린 해양 marin* sea 

water ocean) and (솔라 솔라셀 쏠라 자연광 태양 태양전지 태

양열 solar sun) and (부력* 부양* 부유* buoyancy float* 

levitat*)

2.  (바다 수상 해상 대양 연안 마린 머린 해양 marin* sea 

water ocean) and (솔라 솔라셀 쏠라 자연광 태양 태양전지 태

양열 solar sun) and (풍력 바람 wind)

3. (솔라 솔라셀 쏠라 자연광 태양 태양전지 태양열 solar sun) 

and (풍력 바람 wind) and (결합 결속 조립 조인트 컴비내이션 

컴비네이션 콤비내이션 콤비네이션 합체 combinat* union band 

joint)

미국

일본

유럽

검토결과

1.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 간의 연결 구조 기술

선행특허조사결과,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의 연결 구조에 있어서, 풍력발전에 태양열 

발전 장치가 연결된 구조는 일부 확인됨(선행문헌 1(KR 2011-0094168))

다만, 제안기술의 주요 특징인 풍력발전의 지지기둥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상하로 이

동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제안기술의 태양열 발전 모듈은 부유물의 상부 표면에 부착되는 구조이고, 

선행문헌 3(KR 1026249)에 하부 지하에 매설된 기둥에 해양 부유물이 연결되고, 상

하로 움직이도록 형성된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문헌 1과 선행문헌 3

의 결합을 통해 제안기술의 특징(태양광 모듈이 풍력발전장치와 연결되고, 수면 위에

서 수직운동이 자유롭도록 형성된 구조)가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사항이라 판단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태양열 발전 모듈 간의 연결 구조 기술

태양광 모듈 간의 연결 구조와 관련하여, 선행문헌 2(JP 1998-135502)에 다수의 발

전 유닛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음. 다만, 선행문헌 2에는 태양열 발전 

유닛 간의 구체적인 연결 구조를 개시하고 있지는 않은 바, 연결구조를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참조문헌 1(KR 1377616) 및 참조문헌 2(KR 1687590)에서 바다 위

에서 태양열 발전 모듈 간의 연결 구조를 개시하고 있는 바, 제안기술의 연결 구조를 

구체화하는데 참조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2011-0094168
(2011.08.22.) 민승기 풍력발전기에 연설되는 태양광 발전장치 Y

2 JP 1998-135502
(1998.05.22.)

FUJI ELECTRIC CO LTD 수상설치용 태양 전지 발전장치 Y

3 KR 1026249
(2010.05.11.) 이정상

수위에 따라 자동 높이가 조절되는 

방파제 및 방파제 겸용 계류장
Y

4 KR 1377616
(2014.03.18.) 주식회사 혁신 태양광발전용 부유해상구조물 A

5 KR 1687590
(2016.12.13.) 전인권 태양광 모듈 설치용 해상 부력 구조물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제안기술은 풍력발전장치에 태양열발전장치를 연결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장

치의 타워에 태양열발전장치가 상하이동이 가능하도록 형성되고, 태양열발전

장치를 이루는 모듈 간의 결합이 해수면에서 수직운동에 자유롭도록 형성된 

것에 특징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 풍력발전장치의 타워와 태양열발전

장치가 연결되고, 태양열발전장치가 상하로 이동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구조

의 경우, 다수의 선행문헌들의 조합을 통해 당업자가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제안기술은 다른 특징으로, 태양열발전장치를 이루는 태양열 모듈 간의 

연결 구조를 개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행문헌에서 태양열 모듈 간의 연결

에 대한 내용을 개시하고 있음

하지만, 풍력발전장치의 타워와 태양열발전장치 간의 연결 구조 또는 태양열 

모듈 간의 연결 구조을 개시한 특허들은 연결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바, 

제안기술도 풍력발전장치와 태양열발전장치 간의 연결 구조 및 태양열 모듈 

간의 연결 구조를 구체화하여 선행문헌들과의 차별성을 주장한다면, 특허 등

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2030년까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99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주요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음

아울러, 아시아 지역이 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47%를 담당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제안기술의 시장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 판단됨

더구나, 제안기술의 경우, 해양에 태양열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방식

에 반해 설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됨

S

가독립항

하단부가 바다의 하면에 고정되고, 해수면에 기 설정된 높이만큼 돌출되어지는 지지기둥

을 포함하는 풍력 발전기;

내부에 중공이 형성되고, 상기 중공에 상기 지지기둥이 삽입되어 상기 지지기둥을 따라 

상하이동이 가능하도록 형성된 수직이동부;

상면에 태양열 판넬이 부착되되, 둘레를 따라 하나 이상의 관통홈이 형성된 부유체; 및

상기 부유체에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상기 부유체를 상기 수직이동부 또는 인접한 다른 

상기 판넬 지지부와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태양열 판넬을 상기 지지기둥에 연결할 수 있는, 부유식 태양광 발전 장치.

*** 제안기술의 경우, 현재 연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바, 연결 구조를 구

체화하여 청구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선행문헌 1

문헌번호 KR 2011-0094168 출원인 민승기 출원일 2011.08.01.

기술명 풍력발전기에 연설되는 태양광 발전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들판이나 연안지역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발전 단지에서 각각의 풍

력발전기를 형성하는 지지기둥에 고정시켜 제공하는 풍력발전기에 연설되는 태양광 발전장치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연안지역(바다)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의 지지기둥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연결한다는 점에

서 일부 유사함

차이점

1. 본 발명(KR 2011-0094168)은 풍력발전의 지지기둥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고정연결

되는 것이나, 제안기술은 풍력발전의 지지기둥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상하로 이동되도록 

연결되는 것(제안기술의 주요특징 1)으로, 이를 통해 바다의 파도 등에 대한 파손 가능

성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본 발명(KR 2011-0094168)은 단순히 풍력발전의 지지기둥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연

결하는 것만 개시되어 있을 뿐, 제안기술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태양광 모듈의 연결

(제안기술의 주요특징 2)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음. 제안기술은 태양광 모듈 간

의 연결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참고사항 1. 본 발명(KR 2011-094168)은 태양광발전판(100)이 경사지게 구비함으로서, 해상

(170)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된 풍력발전장치(195)의 회전날개(197)로 풍력을 유도하도록 

함

2. 본 발명(KR 2011-094168)은 태양광발전판(100)의 배면에 상,하측으로 각각 구비된 

조립캡(147)(147')에 결합으로 돌출되는 빔(129)을, 상기 기둥(125)의 상측에 덮어진 

덮개(124)으로 결합되도록 구비함으로서 햇볕의 이동에 따라 태양광 발전판(100)이 구

동되도록 형성됨



선행문헌 2

문헌번호 JP 1998-135502 출원인
FUJI ELECTRIC 

CO LTD
출원일 1996.10.29.

기술명 수상설치용 태양 전지 발전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호수나 댐, 강 등의 수면위에 부설하여 태양광에 의해 전력을 일으키는 수상 설치용 태양전

지 발전 장치에 관한 것임. 저수지의 수질 보전을 위한 분수구(34)를 부양설치하고, 그 동력으로 인버

터(32)에 전력을 제어하는 내용을 개시함

본 발명은 원형의 가이드프레임에 발전유닛을 복수개 연결하여 배치하는 내용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 이때, 가이드 프레임은 용접을 통해 연결이 되고, 그 내부의 발전 유닛은 인접한 발전 유닛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개시하고 있음

의견

유사점
호수나 댐, 강 등의 수면위에 부설되는 태양전지 발전장치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발전 

유닛 간의 연결 구조를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1. 본 발명(JP 1998-135502)은 가이드 프레임의 내부에 발전유닛이 서로 연결되는 것

인 반면, 제안기술은 제안기술은 풍력발전의 지지기둥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상하로 이

동되도록 연결되는 것(제안기술의 주요특징 1)으로, 발전유닛(발전장치)의 고정을 위한 

구조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2. 본 발명(JP 1998-135502)은 제안기술의 태양광 모듈 간의 연결 구조에 대응하는 

구조적 형상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다만, 현재 

제안기술의 태양광 모듈 간의 연결 구조가 구체적이지 않은 바, 연결 구조를 구체적으

로 개시하여 출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선행문헌 3

문헌번호 KR 1026249 출원인 이정상 출원일 2008.10.31.

기술명 수위에 따라 자동 높이가 조절되는 방파제 및 방파제 겸용 계류장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바다의 해안가에 방파제를 설치하기 위해 하부는 지하에 매설되고, 상부는 수면 위에 노출

되도록 하여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파일(100)과 내부에 공기가 찬 빈 원통형으로써 부력에 의해 바닷

물에 뜨는 부이(200)를 통해 수위에 따라 자동 높이가 조절되는 방파제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은 바닷물에 뜨는 부이(200)와 각 파일(100)의 중간에 설치되어 가이드롤러 장치(400)에 연결

되어 자유롭게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의견

유사점

바다의 해안가에 파일이 고정되어 설치되고, 부이가 파일과 연결되어 상하로 움직이도

록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함

구체적으로, 본 발명(KR 1026249)은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제안기술의 발전장치가 부유 구조물의 상부 표면에 부착

되는 것인 바, 부유 구조물이 고정된 부이에 연결되어 상하로 움직이도록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함

차이점

1. 본 발명(KR 1026249)은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는 차이가 있음

2. 본 발명(KR 1026249)은 제안기술의 태양광 모듈 간의 연결 구조에 대응하는 구조

적 형상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현재 제안기술의 

태양광 모듈 간의 연결 구조가 구체적이지 않은 바, 연결 구조를 구체적으로 개시하여 

출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조문헌 1

문헌번호 KR 1377616 출원인 주식회사 혁신 출원일 2013.09.04.

기술명 태양광발전용 부유해상구조물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바다나 강 또는 호수의 해안인근이나 수역내에 조립 설치되면서 수면위로 부유된 상부에 하

나 또는 복수개의 태양전지판이 설치되어 태양광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조립식 해상구조물에 관

한 것임. 태양전지판이 거치대를 통해 부유물과 결합되는 구조 및 거치대를 통해 유닛(다수의 태양전

지판)이 결합되는 구조를 개시하고 있음. 확장성이 용이하나, 제안기술에 비해 수직운동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다만, 연결을 위한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 것인 바, 연결 구조에 

대해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조문헌 2

문헌번호 KR 1687590 출원인 전인권 출원일 2016.01.15.

기술명 태양광 모듈 설치용 해상 부력 구조물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는 부력 구조물에 관한 것임.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복수 개의 부력 

구조물 상호 간을 연결하고 상하좌우 방향으로 일정 각도 회전 가능한 연결 부재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것인 바, 제안기술의 발전장치 간의 연결 구조에 참조할 수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36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대형 선박 접안용 군집 예인 드론(가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현재 유조선 및 컨테이너 선과 같은 대형 선박의 입항 및 접안을 위해 예인

선이 사용되고 있는데 별도의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고 대형선박의 예인과 접안을 위하

여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수상 드론에 대한 기술임.

본 발명은 예인선을 대체하고 정밀하고 안전하게 선박의 접안을 가능하게 하는 군집 수

상 드론에 대한 것으로, 군집 수상 드론은 항내 정해진 구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대형선

박 접안시 출항하여 대형선박을 부두까지 예인하는데 이때 군집 수상 드론을 정밀 제어

로 안전한 접안이 가능한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본 발명은 군집 수상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선박을 부두로 이동시키는 경우, 안전

한 접안이 가능하며, 항내에서 전기 수상 드론을 사용함으로 기존의 예인선을 사용하여 

발생된 항만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음.

KIOST Ref 2018-KP10-2 의뢰일자 2018.09.18 보고일 2018.10.11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선박의 예인과 접안을 위하여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수상 드론에 대한 기술내용에 

대하여,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드론(수상 드론으로 한정하지 않음), 선박을 예인하는 

기술에 대하여 각각 검색을 수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US, 

EP, JP, 

PCT

KIPRIS,

WIPS

군집, 집단, 그루핑, 무리, 그룹, 집합, 드론, 비행체, 예인, 견인, 

선박, 배, 

crowd, masse, DRON, tow, vessel, ship

검토결과

 선행문헌 1에는 복수의 드론을 군집 비행하기 위한 군집 비행 시스템 및 방법에 관

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선행문헌 2에는 무인표적예인선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선박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문헌 1과 선행

문헌 2를 조합하면 본 발명에 제시된 특징과 다소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등록특허 10-1896998 

(2018.09.04)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군집 비행 시스템 및 방법 Y

2 KR
등록특허 10-0702448 

(2007.03.27.)

한국해양연구

원

무인표적예인선의 원격통제장치 및 

통제방법
Y  

3 KR

공개특허 

10-2018-0054009 

(2018.05.24.)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집비행의 포메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드론 및 그 방법
A 

4 KR

공개실용신안

20-2013-0004104

(2013.07.05.)

에스피피머신

텍 주식회사
선박예인장치 A 

5 JP
JP 3071826 U 

(2000.07.05.) 

ISHIDA 

SHIPBUILDIN

G CO LTD

예인선 겸용 배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현재 유조선 및 컨테이너 선과 같은 대형 선박의 입항 및 접안을 

위해 예인선이 사용되고 있는데 별도의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고 대형선박의 

예인과 접안을 위하여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수상 드론에 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여기서, 본 발명의 구성은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드론(본 발명에서는 수상드

론)을 통해 선박을 예인하는 반면, 선행문헌 1은 복수의 드론을 제어하여 군

집 비행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고, 선행문헌 2는 대형선박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에 대한 구성만이 제시되어 있고, 복수의 드론을 이용하여 선박

을 예인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본 발명의 구성과 차이점

이 있으나, 선행문헌 1 내지 선행문헌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드론을 

제어하는 기술과, 선박을 예인하는 기술은 당업자에게 있어 자명한 기술내용

이므로, 이러한 차이점만으로는 심사관에 의해 종래기술의 단순결합이나 단

순 설계변경으로 간주되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있을 것으

로 판단됨. 

이에, 본 발명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군집 수상드론으로 선박을 

A



종합의견 등급
(S-A-B-C-D)

예인하는 경우, 제어방법에 대한 구체화 하는 등과 같이 종래기술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시장성

본 발명에 따르면, 군집 수상 드론을 사용하여 부두까지 선박을 예인하는데 

군집 수상 드론을 정밀 제어하여 선박 예인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항내

에서 전기드론을 사용하므로 예인선을 별도로 구비하여 선박을 예인하지 않

아도 되므로 예인선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항만에서 선박들

을 예인 또는 견인할 때 예인선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

가독립항

부두에 위치하는 복수의 수중드론; 및

상기 수중드론 제어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수중드론 제어장치는,

상기 복수의 수중드론의 위치를 수신하는 위치 확인부;

상기 복수의 수중드론의 위치를 제어하는 위치 제어부; 및

상기 복수의 수중드론의 이상발생을 감지하는 이상감지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 예인을 위한 군집 수중 드론 제어시스

템.



선행문헌 1

문헌번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896998
출원인

한국항공우주연구

원
등록일 2018.09.04

기술명 군집 비행 시스템 및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군집 비행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드론에 설치되는 

복수의 센서, 그리고 복수의 센서의 상태를 판단하여 센서 모드를 결정하고, 복수의 센서 중에서 결정

된 센서 모드를 구성하는센서를 사용하여 드론의 위치를 예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복수의 드론을 

포함. 본 발명에 의하면, 드론에 설치된 복수의 센서에 대한 상태를 기초로 센서 모드를 결정하고, 센

서 모드를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사용하여 드론의 위치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음.

[선행문헌 1의 도 1]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다수의 드론 각각에 센서가 구비되고, 센서를 이용하여 다수의 드론을 

동시 운용 시 드론의 위치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수의 드론을 제어

하는 점에서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다수의 수상 드론을 이용하여 선박을 부두로 예인

하는 기술에 대한 본원발명의 군집 드론을 제어한다는 것과 일부 유사점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다수의 드론을 제어하는 구성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본원발명과 같이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다수의 수상 드론을 이용하여 선박을 부두로 예인하는 기술에 

대한 본원발명의 대형 선박 접안용 군집 수상 드론 제어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선행문헌 2

문헌번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0702448
출원인 한국해양연구원 등록일 2007.03.27

기술명 무인표적예인선의 원격통제장치 및 통제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무인표적예인선 원격통제장치 및 통제방법에 관한 것으로, 함정 등의 해양전투체계의 사격

성능 시험, 함포나 미사일의 요격성능 시험시 대상이 되는 적함용 표적선을 예인하여, 해양의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거나 혹은 원하는 기동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타지않고 모선 또는 육상기지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표적예인선 원격통제장치 및 통제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 의하면, 함정에 

탑재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운용가능한 무인표적예인선 원격통제장치의 핵심기술과 무인표적예인선의 원

격모니터링, 무인항법 및 원격제어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의 유인표적예인선을 대체하여 인명피

해를 방지하고, 실시간 표적타격강평시스템을 구축하여 귀환 후 재시험과 같은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 

효율적인 표적예인업무 수행이 가능함.

[선행문헌 2의 도 2]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적함용 표적선을 예인하여, 해양의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거나 혹은 원

하는 기동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타지 않고 모선 또는 육상기지에서 무인표적예

인선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점에서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다수의 수상 드론을 이용하

여 선박을 부두로 예인하는 기술에 대한 본원발명의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

하여 배를 위치 이동시키는 것과 일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차이점

선행문헌 2에는 무인표적예인선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선박의 위치를 이동시킨다는 구

성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본원발명과 같이 군집제어기술을 적용한 다수의 수상 드론을 

이용하여 선박을 부두로 예인하는 기술에 대한 본원발명의 다수의 수상 드론을 정밀 

제어하여 선박을 예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이민오 연락처 02-6714-1144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영전자석을 포함하는 통신용 수중 커넥터를 탑재한 수중 탐사 장비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내부에 코일이 구비된 영구자석의 일종인 영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커넥터를 구비한 수중 탐사 장치에 관한 

것임

KIOST Ref 2018.76.0 의뢰일자 2018.10.11 보고일 2018.10.25



조사대상발명

본 발명의 기술적 목적/효과는 아래와 같음.

1. 영구자석으로 구동되는 영전자석의 기본적인 기능에 무선 통신 기능이 구비되어, 

데이터 송수신이 되어야 함.

2. 제1 신호가 인가되면 결합된 영전자석이 분리되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함.

3. 제2 신호가 인가되면 결합된 영전자석 사이에 데이터 송수신이 수신되어야 함.

4. 수밀된 양전 자석이 적용되며, 탐사장비를 윈치 등을 이용하여 제어되어야 함.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본 발명과 유사한 컨셉의 선행기술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발명자님과 추가적인 유선 

면담을 통해 기술 내용에 대해 설명듣고 진행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윕스 영구 and 자석 and RS485 and detect*

US 윕스 permanent and magnet and RS485 and 

검토결과
 선행기술의 경우, 본 발명과 유사한 기술분야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RS485 통신 무

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내용, 영구자석이 적용되는 내용이 개시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20-0485011 개인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소화장치 Y

2 US US9,498,883B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수중 로봇 Y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수밀구조를 가지는 영전자석을 통해 수중에서 관측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해양 정보 관측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상용 부품

(영전자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특허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으나, 해양 수중 

측정 장비를 진보성 있게 구성한다면 특허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B

시장성

본 발명은 최신 기술에 해당되는 발명으로, 해양 관측 장비에 관한 것임.

기존의 통신을 위해 다양한 기구/설비(유선설비) 등이 해양 관측 장비에 필요

한 것에 비해, 본 발명의 경우 간단한 구조(영전자석 등을 이용)를 이용하여 

해양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및 기술의 우수성에 의해 기존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B

가독립항

  [청구항 1] 

제1 영전자석;과 상기 제1 영전자석과 일면이 자성에 의해 결합가능한 제2 영전자석;

상기 제2 영전자석의 타면에는 관측장비가 결합되며, 상기 관측장비에서 특정 정보가 

관측되면 상기 제2 영전자석이 제1 영전자석에 결합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모듈;을 포함

하며, 

상기 제어 모듈은,

특정 신호를 인가하여 상기 제2 영전자석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제1 영전자석이 수신하

도록 제어하는, 해양 관측 장비.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20-0485011 출원인 개인 공개일 2017.11.13

기술명 공동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소화장치

선행문헌 1의 내용

[대표도]

  선행 1에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소화 장치가 개시됨. 공동 주택에서 화재 시설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불을 끄는 장치에서 RS485 통신이 이용되며, 자석의 출입에 따라 유도전류가 발생되는 

코일이 구비됨.

의견

유사점
 양 발명은 R485 통신을 이용하는 점, 자석에 구비된 코일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

는 점에서 유사함. 

차이점

  선행 1은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인 I) 양전 자석이 수밀되어 적용되는 구성, ii) 탐사장

비를 윈치 등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구성, iii) 양전 자석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구성 등이 

명확하게 개시되지 않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US9,498,883B 출원인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공개일 2016.11.22

기술명 복수의 관적을 구비한 수중 탐사 로봇

선행문헌 2의 내용

[대표도]

선행 2에 개시된 수중 탐사 로봇은 탐사선과 연결된 디프레서(200)와 무선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

송하며, 수중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수중 정보를 수집하여 외부로 제공할 수 있음.

의견

유사점
양 발명은 무선 통신을 통해 수중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점, 탐사선과 

디프레서(본원발명의 경우 하나의 영전자석) 사이는 유선으로 연결된 점 등이 유사함.

차이점

  선행 2에는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인 주요 특징인 I) 양전 자석이 수밀되어 적용되는 

구성, ii) 탐사장비를 윈치 등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구성, iii) 양전 자석을 이용하여 통

신하는 구성 등이 명확하게 개시되지 않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전은탁 변리사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장석，클리놉틸로라이트，석고 및 수산화칼슘을 포함하는 중금속 흡착재 및 제조방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기술은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풍화 이전 단계의 원석인 장석과 클리놉틸로

라이트를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이들에 대한 저온소성 및 최적입도 가공을 통해 양이온 

치환 용량을 증대시켜 오염물질 흡착성능이 향상된 중금속 흡착재 및 그 제조방법에 대

한 것으로서, 상기 중금속 흡착재는 상기 흡착성 성분 외에 석고와 수산화칼슘을 더 포

함함으로써 경량화시에도 변형 및 압축강도 저감을 최소화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하

여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본 기술에 따른 흡착재를 수처리에 적용시 중금속 및 유류오염물질의 흡착을 통해 우

수한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KIOST Ref 2018-77-0 의뢰일자 2018.10.15. 보고일 2018.10.23.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조사대상발명이 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를 주요 구성성분으로 포함하고 중금속 흡

착재로서의 용도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해, ‘장석’, ‘클리놉틸로라이트’ 및 ‘중금속 흡

착’과 이로부터 파생된 키워드를 이용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WWW.KIPRI

S.OR.KR

WWW.WIPS

ON.CO.KR

장석 and (클리놉틸로라이트 제오라이트) and (필터 여과 수처

리 (중금속 adj 흡착)

미국, 

일본, 

유럽, 

PCT

WWW.WIPS

ON.CO.KR

(feld adj spar) and (clinoptilolite zeolite) and (filter* (water 

adj treat*) (heavy adj meta adj (adsorption adsorb*)))

검토결과

선행기술 조사 결과, 조사대상발명의 특징적인 구성 중 일부(흡착성 물질로서 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 사용 / 저온소성을 통한 흡착재 제조)와 사실상 동일한 구성이 

선행문헌 1 내지 3(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또는 제오라이트) 및 선행문헌 4(장석 

소성시 다공성 유지위해 저온에서 소성하는 기술 개시)에 개시되어 있으나, 석고와 

수산화칼슘을 더 포함하는 흡착재는 발견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한국등록특허 

제10-0915958호

(2009.08.31.)

주식회사 

루미라이트

친환경 활성 천연광물 수질개선제 및 

그 제조방법
A

2 한국

한국등록특허 

제10-0964560호

(2010.06.10.)

광덕신약 

주식회사

광물혼합물을 이용한 알칼리환원수 

생성 필터 및 그 필터 제조방법
A

3 일본

일본공개특허 

제2007-190494호

(2007.08.02.)

OKUTAMA 

KOGYO CO 

LTD 

(奥多摩工業

株式会社)

폐수 처리제 및 폐수 처리 방법 A

4 한국

자원환경지질, 제50권, 

제2호, 159-170, 

2017(2017.06.30.)

김성욱 외 

6인

다공질 장석으로 제조한 

축열층의 열전도 특성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선행기술조사 결과, 종래기술로서 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또는 제오라이

트)를 포함하는 수처리제 등은 개시되어 있으나 추가 구성성분으로서 석고와 

수산화칼슘을 더 포함하는 수처리제는 공지된 바 없으며, 해당 추가 구성성

분을 포함함에 따라 최종 제품의 치수 안정성 및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조사대상발명은 선행기술과 대비해 특허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됨.

조사대상발명의 권리성과 관련해, 조사대상발명에 따른 중금속 흡착재는 흡

착성분(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 외에 추가 성분(석고 및 수산화칼슘)을 더 

포함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리범위가 축소되긴 하지만, 해당 발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응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으로만 이루어지며 권리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향상됨.

B

시장성

세계 수처리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처

리 분리막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29.4억 달러에서 2020년 50.2억 달러

로 연 13%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이고, 국내의 수처리 분리막 시장은 2012

년 375억원에서 2017년 830억원 규모로 연 15% 이상의 고성장을 이룸

한편, 수처리시 중금속 제거를 위해 활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흡착 소재는 활

성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래핀 나노입자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소재 자체가 고가이고, 흡착제 합성을 위한 복잡한 공정 및 높은 합

성온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가지는 반면, 조사대상발명의 중금속 흡착재

는 소재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공정을 통해 대량적으로 흡착제를 제조할 

수 있고, 무독성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중금속 제거 제거효율

이 높아 해당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B

가독립항
장석, 클리놉틸로라이트(clinoptilolite), 석고 및 수산화칼슘을 포함하는 중금속 흡착재 

제조용 조성물.



선행문헌 1

문헌번호
한국등록특허 

제10-0915958호
출원인

주식회사 

루미라이트
공개일 2009.08.31.

기술명 친환경 활성 천연광물 수질개선제 및 그 제조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저수지, 하천 및 자연 호소(湖沼) 등에 살포되어 녹조, 적조 및 각종 오탁물(汚濁物)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수질개선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을 통하여,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변경관 확보 및 친수환경 조성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증설 없이

도 용수(用水)의 취수원 자체를 정화함으로써 각종 수처리시설의 처리부하를 경감하고 관련시설의 건

설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에 따른 수질개선제는 조암광물(장석 등) 및 클리놉틸로라이트를 포함한다

는 점에서 조사대상발명과 공통됨

차이점
조사대상발명에 따른 흡착재는 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 외에 석고와 수산화칼슘을 

더 포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문헌 1에 개시되어 있지 않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한국등록특허 

제10-0964560호
출원인 광덕신약 주식회사 공개일 2010.06.10.

기술명 광물혼합물을 이용한 알칼리환원수 생성 필터 및 그 필터 제조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기존 정수기에 사용되고 있는 필터 대신 사용되며, 자체에서 방출되는 음이온과 원적

외선에 의해 세균을 멸균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나 중금속 등을 제거시킬 수 있는 광물

혼합물을 이용한 알칼리환원수 생성필터 및 그 필터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발명에 의하면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음이온과 원적외선 방사 효능으로 인하여 물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이나 중

금속이 제거되고 알칼리환원수로 환원되며 이를 음용하면 면역기능강화 및 혈액순환개선 그리고 조직

재생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필터를 통과한 물을 음용수 외에 농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작물의 성

장속도를 빠르게 하고 병충해 방지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의 사육용수로 사용하여 전

염병에 강하고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에 따른 중금속 등의 제거를 위한 필터는 장석 및 제오라이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발명과 공통됨(클리놉틸로라이트는 천연 제오라이트의 일종)

차이점
조사대상발명에 따른 흡착재는 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 외에 석고와 수산화칼슘을 

더 포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문헌 2에 개시되어 있지 않음



선행문헌 3

문헌번호
일본공개특허

제2007-190494호
출원인

OKUTAMA 

KOGYO CO LTD 
공개일 2007.08.02.

기술명 폐수 처리제 및 폐수 처리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3은 산성 폐액의 중화반응에 있어서 높은 반응 효율을 나타내며 처리 폐수가 양호한 여

과성을 부여하는 폐수 처리제 및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산화칼슘, 산화 마그네슘 등의 알

칼리토류 금속 산화물과 규조토,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활성백토, 카올린, 장석 및 석영 등의 광물자

원으로 구성되는 폐수 처리제 및 이를 산성 폐수에 혼합하고 여과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폐수 처리 방

법에 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3에 따른 폐수 처리제는 장석 및 제오라이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발명과 공통됨(클리놉틸로라이트는 천연 제오라이트의 일종)

차이점
조사대상발명에 따른 흡착재는 장석 및 클리놉틸로라이트 외에 석고와 수산화칼슘을 

더 포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문헌 3에 개시되어 있지 않음

선행문헌 4

문헌번호

자원환경지질, 

제50권,제2호, 

159-170, 2017

출원인 김성욱 외 6인 공개일 2017.06.30.

기술명 다공질 장석으로 제조한 축열층의 열전도 특성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4는 다공성 구조의 장석과 주택 시방기준으로 제작된 바닥 축열층 모르타르의 열적 특성과 

소비전력을 비교 연구한 논문으로서, 장석 분말 소성시 다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480℃)에서 소성

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음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4과 조사대상발명은 장석을 소성함에 있어서 소성 전 장석이 가지는 다공성

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선행문헌 4: 480℃, 조사대상발명: 480-490℃)에서 소성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차이점
조사대상발명에 따른 조성(장석, 클리놉틸로라이트, 석고 및 수산화칼슘 포함)을 가지는 

중금속 흡착재에 대해서는 선행문헌 4에 개시되어 있지 않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브릿지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윤은영 연락처 010-9239-228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수상선 다중빔음향측심기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수상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중·대형 관측선이 접근할 수 없는 수심 1m 내외 연안에서 정밀 해저지형을 측량하기 위

해 선체의 흘수(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가 낮고 파도에 의한 요동을 최소화하는 쌍

동선타입(다수의 선체로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선박)의 무인수상선에 다중빔음향측심기

를 장착하고, 다중빔음향측심기가 수중암반 등 수중장애물로부터 충돌 하지 않도록 수

중카메라가 장착된 다중빔음향측심기를 해수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시켜 수심 1m 내

외의 연안에서 정밀 해저지형을 측량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

수상선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KIOST Ref 2018-80-0 의뢰일자 2018-10-24 보고일 2018-10-31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1. 기본적인 키워드 선정 : 해저, 탐사, 음향 측심기, 승강

 ⇒ ‘승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감으로 인해 선행기술문헌 개수가 매우 적음

2. ‘승강’을 제외하고 동의어를 이용하여 검색식 작성

3. 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의어 차이를 파악하여 검색식 작성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일본
KIPRIS

(해저+해양)*(탐사+조사)*(음향측심기)*(승강)

(해저+해양)*(탐사+조사)*(음향측심기)

미국

유럽

PCT

중국

GOOGLE

WISDOMA

IN

intlpclass:“g” catamaran seafloor exploration survey 

multibeam sounder|transducer|sonar

TAC=((seafloor OR seabed) AND (exploration OR survey) 

AND (sounder OR transducer OR sonar))

검토결과

기본적으로, 해저 탐사와 관련하여 선박에 음향측심기가 구비된 문헌은 다수 개 

존재하여 공지된 기술로 판단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동향을 파악해보았을 

때, 선박에 음향측심기를 계류하여 설치하였을 때 선박의 요동으로 인한 요잉, 롤

링, 피칭 등의 영향으로 음향측심기의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나오므로, 이러한 데

이터를 보정하는 방법이나 음향측심기를 계류하지 않고 선박 내에 설치되는 형태

의 문헌이 다수 개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쌍동선 형태의 선박도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음향측심기가 승강되는 형태를 포함하는 선행

기술문헌이 검색되어, 개선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한국
KR101033111B1

(2011.05.13.)
지오션(주)

멀티빔 음향측심기 구조물을 장착한 

해양지형조사선
Y

2 한국
KR1020130042891A

(2013.04.29.)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선박의 속도 및 수심 측정장치 Y

3 미국
US4406242A

(1983.09.27.)

Weeks

Colin G 
Oceanographic sensor system Y

4 유럽
EP3170035A1

(2017.05.24.)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urveying and sampling in a body 

of water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선행기술조사 결과, 본 발명의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수상선 다중

빔음향측심기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대해 선행문헌 1 내지 선

행문헌 4에서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수

상선 다중빔음향측심기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인용문헌

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행기술문헌 2의 경우, 본 발명의 핵심에 해당하는 “다중빔음향

측심기가 수중암반 등 수중장애물로부터 충돌 하지 않고 천해에서 정밀 

해저지형을 탐사할 수 있도록 다중빔음향측심기를 해수면으로부터 일정거

리 이격시켜는 자동승강유닛”이 “선체에 설치되고 내부에 수용공간이 형

성된 선체 탱크와, 선체 탱크의 수용공간에 수용되며, 선박 속도 및 수심 

측정시 선저 밖으로 돌출되어 선박 속도 및 수심을 측정하는 측정 탱크, 

측정탱크를 승하강시키는 실린더”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상기 선행기술문헌 1, 3, 4의 경우에도 나머지에 해당하는 기술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선행기술문헌 1 내지 4는 모두 해양탐사를 위한 선박, 무인선에 관

한 기술분야에 해당하므로,

상기 선행기술문헌 1 내지 4를 조합할 경우, 천해 해저지형 탐사용 무인

수상선 다중빔음향측심기 장치에 있어서 모든 상세한 기술적 구성들에 대

한 내용이 모두 공지된 바 있으며, 상기 본 기술의 구성들을 결합함에 있

어 목적에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조합 가능하다는 이유로, 본 발명

의 진보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승강되는 메커니즘이나, 쌍동선 형태로 구비됨에 따른 효과, 등 한정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B

시장성

무인선은 유인선으로 수행하는 임무 중 기뢰 탐색 및 제거, 적진 침투 첩보, 

황천 중의 작업 등과 같이 안전면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유인선이 안전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천해역, 오염해역에서의 

작업도 무인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감시, 해

양조사 등과 같이 장시간의 작업이 필요한 임무의 경우 선박의 운용 경비와 

승무원들의 피로 누적이 문제가 되는 데 이러한 작업도 무인선으로 대체한다

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인선은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최근 공공 목적으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민수용으로는 아

직 수요가 작은 편으로 주로 과학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인선 개발을 위해 90년대부터 2003년까지 4억불(4800억원, 연간 

약 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약 54백만불(약

650억원/6년, 연간 약 108억원)이 소요된 Spartan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

다. 2008년 Visiongain 리서치사는 공공 분야의 무인선 시장(정부지출 기준)

A



이 2019년까지 약 8천 3백만 달러로 성장하고, 이중 미국의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약 5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11년 Market Info 

Group은 무인선과 무인잠수정을 합한 해양무인이동체의 시장은 매년 10.9%

씩 급속히 성장하며 2020년에는 19억 2천 9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

였습니다.

 무인선에 대한 특허 활동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중국 순으로 출원활동이 활발합니다. 일본은 90년대 중반

까지 가장 활발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2004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최근에 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출원 건수는 많지 않으나 꾸준합니다.

(무인선 기술 개발 동향 및 산업 현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SSUE 

REPORT, 2015.03. 참조)

가독립항

쌍동선 선체와 상기 쌍동선 선체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추진부로 구성되어 무인으로 항

해하는 수상선;

상기 무인수상선이 탐사하고자 하는 해저지형탐사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구동

부; 및

상기 무인수상선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해저지형탐사 지역에 대한 해저지형탐사를 실

시하는 다중빔음향측심기, 상기 구동부와 전원공급부 및 다중음향측심기 자료저장장치를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해저지형탐사부;를 포함하고,

상기 해저지형탐사부는,

상기 다중빔음향측심기가 수중암반 등 수중장애물로부터 충돌 하지 않고 천해에서 정밀 

해저지형을 탐사할 수 있도록 수중카메라가 장착된 상기 다중빔음향측심기를 해수면으

로부터 일정거리 이격시켜는 자동승강유닛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해 해

저지형 탐사용 무인수상선 시스템.



선행문헌 1

문헌번호 KR101033111B1 출원인 지오션(주) 출원일 2010.11.16.

기술명 멀티빔 음향측심기 구조물을 장착한 해양지형조사선

선행문헌의 내용

본 기술 선행문헌1 비고

쌍동선 선체와 상기 쌍동선 선체에 고정

되어 설치되는 추진부로 구성되어 무인으

로 항해하는 수상선

해양 수심 측정을 목적으로 한 조사선 유사

무인수상선이 탐사하고자 하는 해저지형

탐사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구동

부

해양 수심 측정을 목적으로 한 조사선 유사

무인수상선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해

저지형탐사 지역에 대한 해저지형탐사를 

실시하는 다중빔음향측심기

선체 저면 일측에 개구부의 음향측심기수용

공간에 고정 장착되는 기둥 형상의 멀티빔 

음향측심기

동일

다중빔음향측심기가 수중암반 등 수중장

애물로부터 충돌 하지 않고 천해에서 정

밀 해저지형을 탐사할 수 있도록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해수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시켜는 자동승강유닛

멀티빔 음향측심기가 선체 내면 개구부에 장

착되어 조사시 수중에 존재하는 암초, 어장

줄, 부유물 등의 충격물체로부터 음파를 발

사하는 소나 헤드를 안전하게 보호함

유사

의견

유사점
 해저 수중탐사를 위한 선박과, 선박에 설치되는 음향측심기

 음향측심기가 수중 장애물로부터 충돌되지 않도록 설치되는 목적 및 효과

차이점

 쌍동선 선체 형태의 무인으로 항해하는 수상선

 무인수상선을 탐사지점으로 자동으로 운항시키는 구동부

 음향측심기를 수중 장애물에 충돌시키지 않기 위해, 본 발명은 음향측심기 자체를 

상하로 움직이나 선행문헌1은 선체 내면 자체에 장착하였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KR1020130042891A 출원인 대우조선해양 출원일 2011.10.19.

기술명 선박의 속도 및 수심 측정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본 기술 선행문헌2 비고

쌍동선 선체와 상기 쌍동선 선체에 고정

되어 설치되는 추진부로 구성되어 무인으

로 항해하는 수상선

일반 선박 유사

무인수상선이 탐사하고자 하는 해저지형

탐사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구동

부

일반 선박 유사

무인수상선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해

저지형탐사 지역에 대한 해저지형탐사를 

실시하는 다중빔음향측심기

선박의 선저 측에 위치하는 속도 및 수심 측

정장치
유사

다중빔음향측심기가 수중암반 등 수중장

애물로부터 충돌 하지 않고 천해에서 정

밀 해저지형을 탐사할 수 있도록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해수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시켜는 자동승강유닛

선체에 설치되고 내부에 수용공간이 형성된 

선체 탱크와, 선체 탱크의 수용공간에 수용

되며, 선박 속도 및 수심 측정시 선저 밖으

로 돌출되어 선박 속도 및 수심을 측정하는 

측정 탱크, 측정탱크를 승하강시키는 실린더

동일

의견

유사점
 선박에 설치되는 음향측심기

 음향측심기가 수중 장애물로부터 충돌되지 않도록 음향측심기를 승하강 구동시킴

차이점

 해저 수중탐사를 위한 선박

 쌍동선 선체 형태의 무인으로 항해하는 수상선

 무인수상선을 탐사지점으로 자동으로 운항시키는 구동부

 해저 수중탐사가 아닌, 일반적인 항해정보를 제공하는 항통장치로써의 속도 및 수

심측정기



선행문헌 3

문헌번호 US4406242A 출원인 Weeks, Colin G 출원일 1981.03.11.

기술명 Oceanographic sensor system

선행문헌의 내용

본 기술 선행문헌3 비고

쌍동선 선체와 상기 쌍동선 선체에 고정

되어 설치되는 추진부로 구성되어 무인으

로 항해하는 수상선

쌍동선(12)을 다수 개의 라인(15-18)에 의해 

계류시키도록 형성되는 선박(14)
유사

무인수상선이 탐사하고자 하는 해저지형

탐사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구동

부

선박 유사

무인수상선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해

저지형탐사 지역에 대한 해저지형탐사를 

실시하는 다중빔음향측심기

쌍동선(12)에 의해 수상에 부유되는 붐(11)

에 장착되는 소나 트랜스듀서(10)
동일

다중빔음향측심기가 수중암반 등 수중장

애물로부터 충돌 하지 않고 천해에서 정

밀 해저지형을 탐사할 수 있도록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해수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시켜는 자동승강유닛

소나 트랜스듀서(10)는 수상에 부유되는 형

태로 해저지형을 탐사함
차이

의견

유사점
 선박에 설치되는 해저지형탐사수단

 쌍동선 선체 형태의 해저 수중탐사를 위한 선박

차이점

 무인으로 항해하는 수상선

 무인수상선을 탐사지점으로 자동으로 운항시키는 구동부

 해저지형탐사수단의 설치 위치

 해저지형탐사수단을 승하강시키는 자동승강유닛의 유무



선행문헌 4

문헌번호 EP3170035A1 출원인 ExxonMobil 출원일 2015.07.17.

기술명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urveying and sampling in a body of water

선행문헌의 내용

본 기술 선행문헌4 비고

쌍동선 선체와 상기 쌍동선 선체에 고정

되어 설치되는 추진부로 구성되어 무인으

로 항해하는 수상선

부표 상에 무인선이 설치되어, 부표를 원하

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무인선
유사

무인수상선이 탐사하고자 하는 해저지형

탐사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구동

부

무인선이 탐사하고자 하는 해저지형탐사 지역

으로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항해부
동일

무인수상선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해

저지형탐사 지역에 대한 해저지형탐사를 

실시하는 다중빔음향측심기

부표에 원하는 물질을 탐사하기 위한 탐사장

치가 구비됨
유사

다중빔음향측심기가 수중암반 등 수중장

애물로부터 충돌 하지 않고 천해에서 정

밀 해저지형을 탐사할 수 있도록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해수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시켜는 자동승강유닛

수상에 부유되는 형태로 해저지형을 탐사함 차이

의견

유사점
 무인으로 항해하는 수상선

 무인수상선을 탐사지점으로 자동으로 운항시키는 구동부

차이점

 쌍동선 선체 형태의 해저 수중탐사를 위한 선박

 해저지형탐사수단의 설치 위치

 해저지형탐사수단을 승하강시키는 자동승강유닛의 유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다나

조사자 김태현 연락처 02-6957-3101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광학위성 관측을 이용한 구름탐지 방법 및 시스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 조사대상발명은 인공위성의 관측 정보를 이용하여 구름을 탐지하는 방법 및 시스템

에 관한 것임

◆ 조사대상발명의 주요 구성(도면 참조)

- 인공위성 관측 센서부(100) : 대상관측지역에서 가시 및 근적외 파장 범위의 광학채

널 별로 지표반사도를 측정

- 구름탐지 관계식 연산부(200) : 지표반사도 값을 기반으로 구름영역에서 해빙지수 

응용식을 산출(해빙지수 응용식 산출부, 210)하고 산출된 해빙지수 응용식으로부터 계

산된 값과 가시반사도 간의 산포도를 이용하여 구름탐지 관계식 산출(회귀식 산출부, 

220)

- 구름탐지 결정부(300) : 표준편차의 배수와 구름탐지 관계식를 조합하여 구름픽셀을 

구분 

- 구름탐지 검증부(400) : 기존의 구름탐지 산출물(cloud mask)과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구름픽셀을 검증 

KIOST Ref 2018-81-0 의뢰일자 2018.10.25 보고일 2018.10.31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성영상에 대한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위성영상 내 

구름을 검출하는 장치, 방법 및 시스템 등에 관한 기술을 검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54

(광학위성 인공위성 기상위성 위성 satellite) and (영상 화상 이

미지 image video) and (구름 운량 빙설 해빙 적설 눈 cloud 

snow ice) and (분류 판별 구분 검출 sort classification assort 

classify verify discernment)

JP 55

(광학위성 인공위성 기상위성 위성 satellite) and (영상 화상 이

미지 image video) and (구름 운량 빙설 해빙 적설 눈 cloud 

snow ice) and (분류 판별 구분 검출 sort classification assort 

classify verify discernment)

US 46

(광학위성 인공위성 기상위성 위성 satellite) and (영상 화상 이

미지 image video) and (구름 운량 빙설 해빙 적설 눈 cloud 

snow ice) and (분류 판별 구분 검출 sort classification assort 

classify verify discernment)

검토결과
 검색결과 한국 54건, 일본 55건, 미국 46건의 특허출원이 공개 및 등록된 것으로 

검색되었으며, 3개국의 출원건수가 유사하게 검색되었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2017-0087836

(2017.07.31.공개)

강릉원주대학

교산학협력단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해상에서 다중 채널 영상을 이용한 

대기 에어로졸 탐지, 광학두께, 

입자크기, 유효 고도

측정, 유효성 검사 시스템 및 방법

Y

2 KR
10-1681178

(2016.11.30.공고)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위성 영상 처리 방법 및 장치 Y

3 KR
10-2008-0031702

(2008.04.10.공개)
강용균 원격탐사영상 구름식별 방법 A

4 JP
2018-101408 A

(2018.06.28)

MITSUBISHI 

ELECTRIC 

CORP

화상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A

5 US
2015-0302567 A1

(2015.10.22.공개)
US NAVY

System and method for sun glint 

correction of split focal plane visible 

and near infrared imagery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위성영상을 통해 관측연구를 수행하는 기술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성의 가

시영상 및 적외영상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영상분석기법을 

통해 영상 내 구름을 탐지/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분야에서 

특허권리 획득을 위해서는 탐지/검출과정을 상세히 개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사대상발명의 경우, 단순히 임계값(경계값)에 의존

하여 구름 필셀을 구분하는 선행기술들과 달리, 구름탐지 관계식 연산부 및 

구름탐지 결정부를 통해 구별되는 구름 픽셀의 탐지/검출과정을 수학적 모델

링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

시장성

방송, 라디오, 통신, 지구관측 등 다양

한 서버스를 제공하는 위성 서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1,274억 달러이며 

3,353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위성 시장

(제조, 발사 및 서비스) 가운데 38%를 

차지함(’15년 기준).

이 중 조사대상발명이 속하는 카테고리

인 지구관측 서비스 분야는 현재 18억 

달러로서 위성 서비스 분야 가운데 비

중이 작지만, 연 성장률이 3~4%에서 

유지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에 비해 

지구관측 분야는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A

가독립항

인공위성으로부터 촬영된 가시영상 및 적외영상을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가시영상 및 적외영상의 지표반사도에 기초하여 해빙지수를 산출하고, 해빙지수와 

상기 가시영상의 지표반사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회귀식을 생성하는 관계식 생

성부, 

상기 관계식의 결과값, 상기 해빙지수 및 상기 해빙지수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영상 내 

각 픽셀이 구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그리고 

상기 인공위성을 통해 생성된 구름 마스킹 값에 기초한 통계분석을 통해 상기 판단의 

결과가 오류 여부를 검증하는 검증부를 포함하는 구름 탐지 장치. 



선행문헌 1

문헌번호
KR10-2017-008783

6
출원인

강릉원주대학교산

학협력단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출원일 2017.01.23

기술명
해상에서 다중 채널 영상을 이용한 대기 에어로졸 탐지, 광학두께, 입자크기, 유효 

고도 측정, 유효성 검사 시스템 및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해상에서 항공기나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가시광

선 내지 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영상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다중채널 영상센서(multi-channel imaging sensor)가 생성

한 채널별 영상 관측 자료로부터 대기 에어로졸

(atmospheric aerosols)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과, 에어로졸 

탐지 결과로부터 유효고도(effective height)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에어로졸 탐지 결과 및 유효고도 결정 결과로부

터 광학두께(optical thickness)와 크기정보를 결정할 수 있

는 방법, 그리고 상기 에어로졸 탐지 결과 및 광학두께의 

이상 또는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성 검사 방법에 관

한 것임

원시자료 준비부는 가시 및 적외 영역 채널을 통해 해상에 해당하는 화소를 선택하고 에어로졸 탐지는 

각 채널별 자료에 기초하여 구름이 아닌 청천 화소를 선택한 후 선택된 청천 화소에 대한 에어로졸 종

류를 결정하고 있음

의견

유사점

광학위성영상을 이용하는 점, 적외영상 및 가시영상을 이용하는 점, 적외영상 및 가시

영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청천 화소를 선택하는 점(구름 화소를 선택하는 조사대상발명

과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사상으로 판단)에서 조사대상발명

과 선행문헌 1은 서로 유사함

차이점

조사대상발명은 적외영상과 가시영상의 지표반사도를 통해 수학적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수학적 알고리즘의 결과물을 통해 구름 픽셀을 선택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개시된 반면, 

선행문헌 1은 적외영상과 가시영상을 이용하여 청천 화소, 즉, 구름 화소가 아닌 

화소를 선택한다고 개시한다는 기술 구성의 아이디어만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발명과 선행문헌 1은 차이가 존재함



선행문헌 2

문헌번호 KR10-1681178 출원인
한국항공우주연구

원
출원일 2015.12.01.

기술명 위성 영상 처리 방법 및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본 발명은 위성 영상에서 구름을 검출하여 분할

할 수 있는 위성 영상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위성 영상 처리 방법은, 

위성 영상을 입력받는 단계(S410), 위성 영상에 

구름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S420), 위성 

영상에 구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위

성 영상에서 소정의 임계값 이상의 밝기를 가지

는 픽셀로 이루어진 영역을 구름 중심 영역으로 

분할하는 전역적 방법에 의한 구름 분할 단계

(S430), 구름 중심 영역으로부터 확장된 불확실 

영역에 대해서 지역 윈도우를 적용하여 구름 가

장자리 영역으로 분할하는 지역적 방법에 의한 

구름 분할 단계(S440)와 구름 분할 영역에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단계(S450)로 구성됨

이 중 S420 단계인 위성 영상에 구름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는, 위성 영상의 평균 밝기값을 초

기 임계값으로 구하는 단계, 위성 영상의 평균 밝기값보다 큰 밝기값을 가지는 픽셀로 이루어진 제1 

영역과 평균 밝기값보다 작은 밝기값을 가지는 픽셀로 이루어진 제2 영역으로 구분하는 단계, 상기 제

1 영역의 평균 밝기값과 제2 영역의 평균 밝기값의 평균값을 수정 임계값으로 구하는 단계, 그리고 수

정 임계값이 미리 정해진 기준보다 큰 경우 상기 위성 영상에 구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

로 세분화됨

의견

유사점
광학위성영상을 이용하는 점, 위성 영상으로부터 구름 영역을 판단하는 점에서 

조사대상발명과 선행문헌 2는 일부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조사대상발명은 파장 영역대가 상이한 적외영상과 가시영상을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적외영상과 가시영상의 지표반사도를 통해 생성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의 각 

픽셀별로 구름 픽셀을 선택하고 있으나, 

선행문헌 2는 파장 영역대가 상이한 복수 종류의 위성영상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지 않고, 관심 영역에 포함된 픽셀값과 각 단계별로 설정되는 임계값과의 

비교를 통해 관심 영역 전체에 대한 구름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발명과 선행문헌 2는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이민오 연락처 02-6714-1144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에코사운더 내장형 실시간 수환경 모니터링 소형 부이 시스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유속 측심 장치(에코사운더)가 부이 내부에 배치되고, 부이의 위치가 

GPS 신호를 통해 특정되는 소형 부이 시스템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기술적 목적/효과는 아래와 같음.

1. 수심 측심 장치(에코사운더)가 부이 내부에 수밀구조로 배치

2. 부이의 위치를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

3. 부이의 위치 정보 및 유속 측정 정보를 이동 통신망을 통해 전송

4. 부이 하부에 삼각 vane을 형성

KIOST Ref 2018.76.0 의뢰일자 2018.10.25 보고일 2018.11.09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본 발명과 유사한 컨셉의 선행기술이 조사되었습니다.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윕스
(부력+부이) and (장치+디바이스) and (수심) and (측정) and 

(유속) 



검색조건

US 윕스
Buoy* and (apparatus + device) and (depth of water) and 

(measure*) and (flow rate)

검토결과
 선행기술의 경우, 본 발명과 유사한 기술분야는 검색되었고, 유사도가 다소 높은 것

으로 판단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10-1649726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부유식 수환경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실시간 수환경 모니터링 방법 Y

2 JP 2783247 일본전기주식
음파 탐지 부표 및 음파 탐지 부표를 

이용한 수중 탐사 방법
Y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속 측심 장치(에코사운더)가 부이 내부에 수밀구조로 배치되는 점

2. 부이의 위치를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되는 점

3. 부이의 위치 정보 및 유속 측정 정보를 이동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점

4. 부이 하부에 삼각 vane이 형성되는 점

본원의 1번 특징과 관련해서 인용발명 1에는 유속 측심 장치가 개시되며, 인

용발명 2에는 유속 측심 장치가 덮개 내부에 배치되는 내용이 개시됨. 다만, 

인용발명 2의 경우 수심 측정시에 덮개가 탐사부와 분리되어, 본 발명과 차

이가 있음

본원의 2번 특징 관련해서 인용발명 2에 인공위성을 통해 부이의 위치를 측

정하는 내용이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본원의 2번 특징은 인용발명에 개시된 

것으로 판단됨.

본원의 3번 특징은 종래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 것으로 판단됨

본원의 4번 특징은 종래기술에는 명확히 개시되지 않았음.

B

시장성

본 발명은 해양 관측 장비에 관한 것으로, 보다 안전하게 수심측정 및 유속 

측정이 가능하므로, 안정성 및 기술의 우수성에 의해 기존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B

가독립항

[청구항 1] 

내부에 수용공간이 마련되고 상기 수용공간에 음향 측심 장치가 수밀구조로 내장된 부

유 몸체;

상기 부유 몸체 하부에 결합된 삼각 모양의 복수의 vane;

상기 음향 측심 장치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며, 상기 부유 몸체의 위치를 GPS 수신

기를 통해 트레이싱하는, 수중 측정 장치.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1649726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록일 2016.08.12

기술명 부유식 수환경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실시간 수환경 모니터링 방법

선행문헌 1의 내용

[대표도]

  선행 1에는 수심 측정 및 유속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유식 수환경 측정 장치가 개시됨

의견

유사점
양 발명은 유속 측심 장치(에코사운더)가 구비된 점, 부이의 위치를 GPS 수신기를 이

용하여 수신하는 점이 유사함.

차이점

  선행 1에는 유속 측심 장치(에코사운더)가 부이 내부에 배치된 것이 개시되지 않았

고, vane을 삼각 모양으로 형성하는 것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발명과 차이가 있

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JP2783247 출원인 일본전기주식 공개일 1998.05.22

기술명 음파 탐지 부표 및 음파 탐지 부표를 이용한 수중 탐사 방법

선행문헌 2의 내용

[대표도]

선행 2에는 음파 탐지 부표가 개시됨.

의견

유사점 양 발명은 음파 탐지부가 공통적으로 부이 내부에 배치되는 점이 유사함.

차이점
 선행 2에는 수심을 측정할 때 덮개가 분리되어 음파 탐지부가 수중으로 노출되는 점

이 본원발명과 차이가 있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 방지 및 호안 보호 방법: 호형 모래언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이 예상되는 해안 또는 해변의 호안과 해안선 사이에 

수중 잠제 또는 모래방차제와 유사한 호형 모래언덕을 양빈 모래로 형성함으로써 고파

랑에 의한 국지적인 해빈침식을 방지하고 호안을 보호하는 것임.

KIOST Ref 2018-83-0 의뢰일자 2018.10.29 보고일 2018.11.08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하천, 해안 또는 기타 해역의 관리 또는 보호하는 수단이 속한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KIPRIS
(해안+해빈+하천+해역+해변)*(침식+붕괴)+(보호+방지), 

모래방파제  

해외

(US,EU,CN

,JP,PCT)

KIPRIS E02B, beach profiles*protection*sand, “beach erosion”*sand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 방지 및 호안 보호를 위해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는 관련 기술은 많으나 모래로만 구성되는 기술은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미국
2015/0078825

(2015.03.19)
Mario L. Messina

SYSTEM AND METHOD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STABLE SAND BEACH AND 

SHORELINE PROFILES AND FOR 

CONTROLLING BEACH OR RIPARIAN 

EROSION

A

2 대한민국
10-1062728

(2011.09.06)

주식회사 

한국항만기술단

필터층과 너울제어구조체를 이용한 

해안 양빈 및 이의 시공방법
A

3 대한민국
10-2001-0065002

(2001.07.11)

재단법인 

포함산업과학연구원

직립방파제 인근의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파도감쇄 방법
A

4 대한민국
10-2006-0003708

(2007.01.24)
㈜에코원

해안 침식 방지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염생식물 식재방법
A

5 대한민국
10-2013-0133618

(2013.12.09)
이성대 해빈의 침식방지공법 A

6 대한민국
01-2006-0016119

(2007.04.27.)
㈜에코원 모래 포집 구조물 및 그 설치 방법 A

7 미국
2010/0254764

(2010.10.07.)
David Brais

SYSTEM AND METHOD FOR 

PREVENTION OF BEACH EROSION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이 예상되는 해안 또는 해

변의 호안과 해안선 사이에 수중 잠제 또는 모래방파제와 유사한 호형 모래

언덕을 양빈 모래로 형성하는 것임. 이러한 단순한 구성은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모래를 사용하는 자연친화적인 구성 및 이러한 구체

적인 방법 등이 제시된다면 특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권리성 : 종래 선행기술들은 대부분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본 제안 

발명은 고파랑에 의해 전방 바다 쪽이 침식되더라도 호형 모래언덕을 구성하

는 양빈 모래가 전방 해안선 쪽으로 쌓이게 되며, 호형 모래언덕 후방 육지 

쪽 해변의 해빈침식을 방지하여 호안을 보호하는 구체적 구성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현재,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항만 구조물, 해안 도로와 해안 옹벽 설

치, 해양 난개발 등으로 파랑에 의한 해안 침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국내

에는 해안 침식으로 연안이 양호한 곳이 한 곳도 없음. (보통 24곳, 우려 59

곳, 심각 21곳, 2016년) 동해시 같은 경우, 어달해변의 옛 모습을 되찾고자 

사업비 99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수중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월류형 잠제 

2개, 300m를 비롯해 침식지역에 인공적으로 모래를 공급하는 양빈 5만m³를 

할 계획이라고 함. 또한, 소돌해변도 파랑에 해안 침식이 심각해지자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하고 2012년부터 국비 90억 원을 들여 호안 

575m를 정비하고서 2015년에는 양빈 모래 3만m³를 보충함. 이렇듯, 큰 돈

을 들여 양빈작업을 했으나 침식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향후 본 발명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A

가독립항

1. 사구와 해안선 사이의 지면에, 소정의 높이로 해변을 향하여 개방되는 원호형을 이루

어 쌓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을 방지하는 호형 모래언덕

2. 제1항에 있어서, 소정의 압력으로 다짐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파랑에 따

른 해빈침식을 방지하는 호형 모래언덕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래언덕의 내부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구

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파랑에 따른 해빈침식을 방지하는 호형 모래언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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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신규 람노리피드계 생물계면활성제, 조제방법 및 활용법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양 방선균 Actinoalloteichus hymeniacidonis로부터 수득한 화합물 1 

내지 3 및 상기 화합물의 생물계면활성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KIOST Ref 2018-88-0 의뢰일자 2018.11.07. 보고일 2018.11.15.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람노리피드를 키워드로 선정 및 검색 ~ 화합물 1 내지 3의 구조식을 이용한 검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W I P S , 

KIPIRIS, 

GOOGLE

 (람노리피드 or 람노스 or rhamno) and biosurfactant

검토결과   화합물 1 내지 3과 동일한 화합물은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이집트 2010.03.25
A. Abdelmawgoud

et al.

Rhamnolipids: diversity of structures, 

microbial origins and roles
Y

2 독일 2016.12.17 A. Wittgens et al.

Novel insights into biosynthesis and 

uptake of rhamnolipids and their 

precursors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선행문헌 1 및 2에는 본 발명의 화합물과 구조가 유사한 화합물이 개시되

어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발명 화합물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발명과 선행문헌의 화합

물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선행문헌으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이질적인 효

과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선행문헌에는 선행문헌의 화합물이 암세포에 대해 세포독성이 있는지 여부

에 관해서는 개시하는 것이 없지만,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비교 실험을 통한 

결과를 기재해둔다면 추후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발명의 화합물 1 내지 3에서 공통되는 부분의 구조를 중심으로 화학식

을 일반화할 수 있으나, 람노스 구조나 지방산 사슬의 구조 확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

시장성

  본 발명의 화합물 중 화합물 1 내지 3은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가 

있으며, 특히 화합물 2는 HCT-15, NUGC-3, NCI-H23, ACHN, PC-3과 같

은 암세포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고, 화합물 3은 

MDA-MB-231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효

과를 바탕으로 추후 암 치료용 조성물로서의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B

가독립항

【청구항 1】

  아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

  [화학식 1]

  

  식 중에서,

  n은 1 또는 2이고, A는 O 또는 OH이다.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 출원인
A.Abdelmawgoud 

et al.
출원일 2010.03.25.

기술명  Rhamnolipids: diversity of structures, microbial origins and roles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생물계면활성제로서 다양한 미생물로부터 생산되는 람노리피드의 종류를 정리한 

논문입니다.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의 화합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명 화합물 1, 2 선행문헌 1

R1=R2=H, n1=1-7

본 발명 화합물 3 선행문헌 1

R1=R2=H, n1=1-7

    선행문헌 1에서는 mono-rhamno-mono-lipidic 및 di-rhamno-mono-lipidic 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방산 사슬 말단에 히드록시기 또는 케톤기가 도입된 람노리피드에 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의 화합물 1 내지 3과 선행문헌 2의 화합물은 방선균류에서 유래된 

람노리피드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됩니다.

차이점

    본 발명의 화합물은 지방산 사슬 말단에 히드록시기 또는 케톤기가 존재하는 

점에서 구조상 차이가 있으며, 암세포주에 대해 세포 독성을 나타낸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 출원인 A.Wittgens et al. 출원일 2016.12.17.

기술명  Novel insights into biosynthesis and uptake of rhamnolipids and their precursors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재조합 Pseudomonas putida 균주로부터 모노-람노리피드의 생합성 과정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의 화합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명 화합물 1, 2 선행문헌 2

n=1-7

본 발명 화합물 3 선행문헌 2

n=1-7

    선행문헌 2에서는 mono-rhamno-mono-lipidic 및 di-rhamno-mono-lipidic 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방산 사슬 말단에 히드록시기 또는 케톤기가 도입된 람노리피드에 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의 화합물 1 내지 3과 선행문헌 2의 화합물은 람노리피드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됩니다.

차이점

  본 발명의 화합물은 지방산 사슬 말단에 히드록시기 또는 케톤기가 존재하는 점에서 

구조상 차이가 있으며, 암세포주에 대해 세포 독성을 나타낸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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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사페닉산의 제조방법과 항염증 용도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양 곰팡이성 효모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Cystobasidium 

laryngis)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1)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의 배양물을 균체와 배양액으로 나누어 

배양액을 제1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단계;

  (2) 제1 유기용매층을 수거하여 감압 농축하여 조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3) 조추출물을 제2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제2 유기용매층을 수거하는 단계; 및

  (4) 제2 유기용매층을 메탄올과 물로 용출시켜 사페닉산 함유 분획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사페닉산의 분리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본 발명은 사페닉산 (6-(1-hydroxyethyl)-1-phenazinecarboxylic acid)의 

항염증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KIOST Ref 2018-89-0 의뢰일자 2018.11.07. 보고일 2018.11.15.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사페닉산 및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를 키워드로 선정 및 검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W I P S , 

KIPIRIS, 

GOOGLE

 (사페닉 or saphenic or phenazine) and (cystobasidium or 

laryngis or lalyngis)

 (saphenic or phenazine) and inflamma

검토결과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로부터 사페닉산을 수득하는 방법 및 사페닉산의 항염증 

용도는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미국
US2013/0150336A1

(2013.06.13.)
Burhans et al.

Methods for reducing superoxide 

anions in eukaryotic organisms
Y

2 스위스 1988.11
A. Geiger et 

al.

Metabolites of microorganisms. 247 

Phenazines from Streptomyces 

Antibioticus strain TÜ 2706

Y

3 미국
US2010/0124554A1

(2010.05.20.)
Newman et al.

Redox-active compounds and 

related compounds, compositions, 

methods and systems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1. 사페닉산의 항염증 용도

  사페닉산은 이미 알려진 화합물로서, 본 발명에서는 사페닉산의 항염증 효

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법상 물질의 용도 그 자체에 관해 청구할 수

는 없기 때문에, 사페닉산을 포함하는 항염증 조성물에 관한 권리 확보를 도

모하여야 합니다.

  선행문헌 1 및 3은 사페닉산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

만, 사페닉산은 선행문헌 1의 화합물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페닉산을 포함하

는 항염증 조성물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페닉산이 선행문헌 1의 

화합물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사페닉산의 분리 방법

 선행문헌 2는 스트렙토미세스와 같은 미생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

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

산을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종래 사페닉산을 수득하기 위해 크로마토그래피

를 통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기용매를 이용한 재결정을 통해 상대

적으로 간단하게 수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종래 방

법과 대비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사페닉산의 수율, 경제적인 

효과 등에 관해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면 추후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B

시장성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

은 종래 방법에 비해 간단하여 원가절감의 장점이 있으며, 사페닉산은 100μ

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없으며, NO 생성 저해 효과가 있어 염증

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로서의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B



가독립항

【청구항 1】

  (1)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의 배양물을 균체와 배양액으로 나누어 

배양액을 제1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단계;

  (2) 제1 유기용매층을 수거하여 감압 농축하여 조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3) 조추출물을 제2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제2 유기용매층을 수거하는 단계; 및

  (4) 제2 유기용매층을 메탄올과 물로 용출시켜 사페닉산 함유 분획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사페닉산의 분리방법.

 【청구항 2】

  아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사페닉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조성물:

  [화학식 1]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US2013/0150336A1 출원인 Burhans et al. 출원일 2011.03.24.

기술명  Methods for reducing superoxide anions in eukaryotic organisms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페나진 화합물을 진핵생물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진핵생물 내에서 세포내 

수퍼옥사이드 이온을 저감시키는 방법에 관한 특허문헌입니다.

  선행문헌 1에서는 페나진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진핵생물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기재하면서, 페나진 화합물의 예로, 메틸 6-(1-히드록시에틸)페나진-1-카복실레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발명 선행문헌 1

  선행문헌 1에는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 및 

사페낙산의 항염증 효과에 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과 선행문헌 1은 페나진 모핵을 포함하는 화합물과 그 항염증 효과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됩니다.

차이점

  본 발명은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인 데에 비해, 선행문헌 1은 진핵생물 내에서 세포내 수퍼옥사이드를 저감시키는 

방법인 점에서 양 발명은 상이합니다.

  선행문헌 1에는 미생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사페닉산이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LPS 처리된 RAW 

264.7 세포에 대해 NO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선행문헌 

1에서는 사페닉산에 대해서는 개시하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 출원인 A.Geiger et al. 출원일 1988.11.

기술명
 Metabolites of microorganisms. 247 Phenazines from Streptomyces Antibioticus 

strain TÜ 2706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1) 스트렙토미세스 안티바이오티커스 TÜ 2706 균주의 배양물을 균체와 배양액으로 나누어 균체를 

메탄올 또는 메탄올과 아세톤의 혼합물로 추출하여 조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2) 조추출물을 농축시키고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하는 단계;

  (3) 추출물을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는 단계; 및

  (4) 노란색 분획을 크로마토그래피하여 사페닉산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스트렙토미세스 안티바이오티커스 TÜ 2706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선행문헌 2에는 사페닉산의 생리 활성에 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과 선행문헌 2는 해양 미생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인 점에서 

공통됩니다.

차이점

  본 발명은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인 데에 비해, 선행문헌 2는 스트렙토미세스 안티바이오티커스 TÜ 2706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인 점에서 양 발명은 상이합니다.

  선행문헌 2에서 스트렙토미세스 안티바이오티커스 TÜ 2706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경우,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다수의 정제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에 

비해, 본 발명은 유기용매를 이용한 재결정 과정만으로 사페닉산을 쉽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사페닉산이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LPS 처리된 RAW 

264.7 세포에 대해 NO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문헌 3(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US2010/0124554A1 출원인 Newman et al. 출원일 2009.08.26.

기술명
 Redox-active compounds and related compounds, compositions, methods and 

systems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3은 산화환원 활성이 있는 화합물의 생산 및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을 

동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문헌입니다.

  선행문헌 3에서는 산화환원 활성이 있는 화합물은 스트렙토미세스 및 슈도모나스로부터 유래된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 산화환원 활성이 있는 천연 물질로서 페나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나진은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페나진의 헤테로고리 모핵을 둘러싼 다른 지점들이 치환된 생성물이고, 그 예로 

사페닉산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식별번호 [0084]~[0087]).

  선행문헌 3에는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 및 

사페닉산의 항염증 효과에 관해서는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견

유사점
 본 발명과 선행문헌 3은 미생물로부터 유래된 사페닉산에 관한 것으로, 그 생리 

활성에 관한 것인 점에서 공통됩니다.

차이점

  본 발명은 시스토바시디움 라린지스 IV17-028 균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인 데에 비해, 선행문헌 3은 산화환원 활성이 있는 화합물의 생산 및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을 동정하는 방법인 점에서 양 발명은 상이합니다.

  선행문헌 3에는 미생물로부터 사페닉산을 분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사페닉산이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LPS 처리된 RAW 

264.7 세포에 대해 NO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선행문헌 

3에서는 사페닉산이 산화환원 활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치고 있을 뿐, 항염증 효과에 

대해서 확인해본 것은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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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홍해삼 가수분해물 유래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근력개선용 조성물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근육세포를 분화하고, 세포 내 근육 성장에 관련된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

키는 홍해삼 가수분해물 유래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펩타이드를 수득하는 방법, 상기 조성물의 용도 및 상기 조성물을

함유하는 식품에 관한 것이다.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해삼, 펩타이드, 단백질, 근육, 근력, 근세포, 가수분해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KR kipris 해삼 and (펩타이드 or 단백질) and (근육 or 근력 or 근세포) 

US wips on “sea cucumber” and (peptide or protein) and muscle 



검색조건 

검토결과 
  일부 유사특허들은 발견되었으나, 홍해삼 가수분해물로부터 유래된 펩타이드를 유

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근력개선용 조성물과 관련된 특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10-1658103 

(2016-04-29) 
김현모 

중금속이 제거된 해삼 펩타이드 

제조방법 
A 

2 KR 
10-0311903 

(2000-09-05) 

주식회사 

유젠바이오 
해삼 펩타이드 제조방법 A 

3      

4      

5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제안 기술은 홍해삼 가수분해물로부터 유래된, 근육세포 활성 및 근력개

선 기능이 있는 펩타이드를 함유한 조성물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으며, 본 제

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인 해삼의 단백질을 효소 분해하여 펩타이드화하는 방

법은 선행문헌을 통해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안 기술의 차별화된 특징인 홍해삼 가수분해물이 근육세포를 

증식하고, 근력개선 인자를 발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선행문헌들을 통

해 공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행문헌들과 유사성이 없는 상기 특징을 부각시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A 



종합의견 등급 
(S-A-B-C-D)

시장성 

 근력 개선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필요한 기능으로 운동능력 향상 및 당뇨, 

비만 등의 다양한 질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개선은 웰빙, 체형

관리,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근로연령 연장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입니다.  

홍해삼은 현재 단순 원물로만 판매되고 있으므로 근력개선 기능이 있는 홍

해삼 가수분해물로부터 유래된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한 조성물을 식

품 또는 약품으로 이용하는 경우 산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 

가독립항 

[청구항 1] 

홍해삼 가수분해물로부터 유래된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근력개선용 조성

물.  

 

 

 

 

  



문헌번호

기술명 

 

해삼은 수

근육의 정상

함유되어 있

본 발명은

산물 또는 중

 

유사점 

차이점 

호 10-

중금속이

수산물중에서

상적인 수축, 

있다.  

은 중금속이 

중금속을 제

 선행문

상적인 

니다. 

본 제

는 근력

산물 또

구성이

-1658103 

이 제거된 해

는 드물게 

혈액의 응고

제거된 해삼

거한 후, 해

문헌 1에는 해

수축 효과가

제안 기술은 

력개선용 조성

또는 중금속

 상이합니다

선행문헌

출원인

해삼 펩타이드

선행

칼슘과 인의

고 등 여러가

삼 펩타이드

삼 펩타이드

해삼에 칼슘과

가 가능하다는

홍해삼 가수

성물을 제공하

을 제거한 후

다. 

1(X, Y 급

인 

드 제조방법

행문헌의 내

 비율이 이

가지 생리작용

제조방법에

드를 제조할 수

 

 

의견 

과 인이 이상

는 점이 개시

수분해물로부

하는 것이나

후 해삼 펩타

급만 작성)

김현모 

용 

상적으로 함

용에 필수적인

관한 것으로

수 있는 제조

상적으로 함유

시되어 있다는

부터 유래된 

, 선행문헌 

타이드를 제조

출원일

함유되어 있으

인 칼슘과 조

로서, 해삼의 

조방법에 관한

유되어 있으며

는 점에서 본

펩타이드를 

1은 해삼의 

조하는 방법

일 2014

으며, 치아와 

조혈성분인 철

 내장 속에서

한 것이다.  

며, 이로부터 

본 발명과 일

유효성분으로

내장 속에서

에 관한 발명

4-10-21 

골격형성, 

철분도 많이

서 각종 부

근육의 정

일부 유사합

로 포함하

서 각종 부

명으로 그 



 

 

 

  



 

문헌번호

기술명 

본 발명은

단백질원과 

펩타이드만의

본 발명에

온도까지 

가성소오다 

감압하여 농

분리하는 

용해시키는 

분해시키는 

제거한 후 분

 

 

유사점 

호 10-

해삼 펩

은 해삼 펩타

함께 섭취

의 우수한 효

에 따른 해

교반가열하는

용액을 첨가

농축하는 단

단계와; 상

단계와; 상

단계와; 그

분무건조 또

 선행문

는 점에

-0311903 

타이드 제조

타이드 제조

하여도 소화

효능을 확보할

삼 펩타이드

는 단계와; 

가하여 소정

단계와; 상기

기 에탄올 

기 용액의 온

그리고, 상기

는 동결건조

문헌 2은 해삼

서 유사점이

선행문헌

출원인

조방법 

선행

조방법에 관한

화흡수율을 높

할 수 있도록

드 제조방법

상기 교반

의 pH를 만

기 농축물에

불용성물질

온도와 pH를

기 분해액에

조하는 단계를

삼의 단백질을

이 있습니다.

 

 

2(X, Y 급

인 
주

유

행문헌의 내

한 것으로서

높일 수 있

록 하는 것을

은, 건조 해

반가열단계과

만드는 단계와

에탄올 또

질을 회수하

를 조절한 후

가온하여

를 포함하여 

 

 

의견 

을 효소 분해

급만 작성)

주식회사 

유젠바이오 

용 

, 해삼을 펩

도록 함과

목적으로 한

해삼분말을

과정에서 60

와; 상기 현탁

또는 주정을

여 물에 희

후 단백질 분해

실활시킨 다

이루어진다.

해하여 펩타이

출원일

펩타이드화 함

아울러 단백

한다. 

증류수에 현

0℃ 이상의 

탁액을 소정

투입하여 

희석하여 소

해효소를 넣

다음 원심분

 

이드화 하는 

일 1999

함으로써 해

백질이 가지

현탁한 후 

온도에서 

온도에서 용

에탄올 불용

소정 온도로 

어 반응시켜

분리하여 불용

방법에 관한

9-02-03 

삼을 다른

지 못하는

80∼100℃

현탁액에

용해시킨 후

용성물질을

가열하여

켜 단백질을

용성물질을

한 발명이라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차이점 

 본 제안 기술은 홍해삼 가수분해물로부터 유래된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근력개선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나, 선행문헌 2는 건조 해삼분말의 증류수 현탁액

을 감압 농축한 후, 온도 및 pH 조절을 통해 단백질 분해효소를 넣어 펩타이드화하

는 것으로 그 구성이 상이합니다.  

 또한, 선행문헌 2는 해삼을 펩타이드화하여 해삼을 다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여도 

소화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본원발명은 근력개선 기능을 가지는 해삼 

펩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상이합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드남

조사자 박종오 연락처 02-6714-1172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스마트 해양관측플랫폼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해양환경자료를 관측하기 위하여 드론,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무인선,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및 수중 글라이더 등과 같이 자동 

운행이 가능한 무인체와 해양관측기지가 결합한 무인자동화 관측 시스템인 스마트 해양

관측플랫폼에 관한 것임.

또한, 스마트 해양관측플랫폼은 고정 또는 이동 해양관측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

변 해역에 대하여 무인체에 의한 해양환경자료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인체와의 통

신, 전력공급, 관리 및 운용 등이 가능한 스마트 해양관측플랫폼에 관한 것임.

KIOST Ref 2018-93-0 의뢰일자 2018.11.15 보고일 2018.11.22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고정 또는 이동 해양관측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무인자동화 관측 수단이 속한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검색식

대한민국 WIPSON
해양 and 관측 and 플랫폼 and (드론 무인항공기 UAV 무인체) 

and 도킹

해외

(US,EU,CN

,JP,PCT)

WIPSON
(offshore marine undersea ocean) and (observe detect 

monitor) and (platform) and (drone UAV ROV AUV) and dock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드론을 포함한 무인체를 이용한 해양 관측 기술 또는 무인체의 

도킹스테이션 관련 기술은 검색되었으나 해양 관측을 위한 무인체의 도킹스테이션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은 검색되지 않음.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10-2017-0104186

(2017.09.15)
김봉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킹스테이션과 

도킹 충전식 무인항공기 및 그 

운용시스템

Y

2 대한민국
10-1777273

(2017.09.05)

주식회사 

엑센스
드론의 정밀한 착륙을 위한 도킹 장치 Y

3 대한민국
10-2018-0098293

(2018.09.03)

에어스코트

엘티디.
드론을 위한 자율 도킹 스테이션 Y

4 대한민국
10-1883196

(2018.07.24)

드림스페이스

월드주식회사
수직이착륙 드론 및 도킹 스테이션 Y

5 대한민국
10-2017-0138225

(2017.12.15)
조건희

일정 위치를 중심으로 정지 혹은 순회 

비행하는 드론 기반의 국토 실시간 

영상정보 획득 시스템 및 방법

A

6 대한민국
10-1779376

(2017.09.12)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드론을 이용한 다중 해양 관측 시스템 A

7 중국
108073683

(2018.05.25)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ea area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drone monitoring
A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해양환경자료를 관측하기 위하여무인선과 같은 무

인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해양관측플랫폼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킹 스테이

션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양관측플랫폼에 마련된 도킹스테이션에 

무인체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나 통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구성(선행기

술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도킹기술이 제시되어야 함)은 특허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됨.

권리성 : 조석과 파도에 따라 도킹스테이션이 자동으로 움직여 무인체가 파

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와 통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구성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오늘날 지구 관측은 해양이나 기상, 환경이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관측된 

자료는 물론 모델링 등에 의해 관측된 자료가 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

으로 축적된 자료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항공기를 이용해 해양 등을 관측하는 경우, 연료 문제로 비행 거리가 

근거리에 한정되는데다 운용비용이 비싸 연속적으로 관측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며, 관측에 들어가는 인력이 적지 않게 소요됨.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체의 자동비행 및 자동충전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본 발명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A

가독립항

1. 

해양관측을 위한 무인체의 운용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상기 무인체를 이착륙시키는 도킹스테이션; 및

상기 무인체가 상기 도킹스테이션에 도킹되었을 때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장치;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해양관측플랫폼.



선행문헌 1(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2017-0104186 출원인 김봉겸 출원일 2016.03.07

기술명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킹스테이션과 도킹 충전식 무인항공기 및 그 운용시스템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충전 가능한 하우징과 도킹구성을 갖추고 위치정보가 입력된 도킹스테이션들과 여기에 

매달려 충전중인 상태에서 매달린 높이를 조절하여 원하는 고도에서 로터소음이 최소화된 상태로 장시

간(감시, 관측, 촬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은, 무인항공기의 도킹스테이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본 발명과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해양관측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무인자동화 관측하는 구성에 대해 

대해 개시되어 있지 않음.



선행문헌 2(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1777273 출원인 주식회사 엑센스 출원일 2016.03.31

기술명 드론의 정밀한 착륙을 위한 도킹 장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2는, 바디; 상기 바디에 형성되며, 드론의 레그가 도킹되는 안착부; 상기 바디에 설치되며 복

수의 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제1 GPS모듈; 상기 제1 GPS모듈과 연결되며, 상기 제1 GPS

모듈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각 위성과의 거리 오차 산출하는 제1제어부; 및 상기 제1제어부

에서 산출된 상기 각 위성과의 거리 오차에 관한 정보를 상기 드론의 제2통신부로 전송하는 제1통신

부를 포함하고, 상기 안착부는, 상기 드론의 레그가 접촉되는 경사면과, 상기 드론의 레그가 상기 경사

면에서 슬라이딩되어 안착되는 안착점을 포함하는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2는, GPS, 초음파 및 도킹 장치의 구조적 형상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드론의 정밀한 이착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과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2에는, 해양관측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무인자동화 관측하는 구성에 대해 

대해 개시되어 있지 않음.



선행문헌 3(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2018-0098293 출원인
에어스코트 

엘티디.
출원일 2016.12.21

기술명 드론을 위한 자율 도킹 스테이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3은, 드론/드론들을 위한 자율 착륙/이륙, 저장, 재충전 및/또는 배터리 교체를 가능하게 하

는 도킹 스테이션/스테이션들에 의해, 드론들의 짧은 배터리 수명 및 고립되거나 떨어져 있는 서비스 

지역들에서의 작동 문제에 대한 솔루션임. 스테이션은 하나 이상의 착륙/이륙 셀; 적어도 두 개의 도

킹/저장 셀; 상기 착륙/이륙 셀들 및 도킹/저장 셀들 내에서 상기 드론들을 수송하도록 구성된 전이 

폐쇄 루프 시스템; 및 상기 멀티 셀 스테이션의 자율 제어, 작동 및 관리를 위해 구성된 제어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하나 이상의 착륙/이륙 셀 및 적어도 두 개의 도킹/저장 셀의 각각은 이웃하는 셀들과 

적어도 두 측을 공유하는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3은, 무인체의 원격 무선 감속 및 제어를 사용하여 자동 착륙, 이륙, 도킹 및 

전기 재충전 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과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3에는, 해양관측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무인자동화 관측하는 구성에 대해 

대해 개시되어 있지 않음.



선행문헌 4(X, Y 급만 작성)

문헌번호 10-1883196 출원인
드림스페이스월드

주식회사
출원일 2016.01.11

기술명 수직이착륙 드론 및 도킹 스테이션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4는, 착륙을 유도하는 유도봉 및 충전 전원을 전원부에 공급하는 한 쌍 또는 두 쌍의 충전 

단자를 포함한 도킹 스테이션에 이착륙하는 수직이착륙 드론과, 착지를 유도하는 제1 가이드 영역 및 

충전 전원의 극성을 구분하는 제2 가이드 영역을 포함하는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4는, 충전 단자를 통하여 도킹 스테이션의 충전 패드에 접촉하여 

스키드함으로써, 착지와 동시에 충전 전원을 공급받는 점에서 본 발명과 유사함.

차이점
선행문헌 4에는, 해양관측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무인자동화 관측하는 구성에 대해 

대해 개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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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사자 김정수 연락처 02-425-2263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TDR을 이용한 지중관로의 진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지중관로 진단시스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지중관로의 진단방법 및 지중관로의 진단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계열의 지중관로는 재료 특성상 길이방향으로 연속적인 부착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부착면의 강성이 약해 변형에 취약하고, 이러한 변형을 초기에 인지

하지 못하면 취약부분의 변형이 지속되어 지중관로의 파괴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 비파괴 방법 중의 하나로 탄성파(P파, S파)와 전

자기파(전기전도도, 전기비저항)를 이용하여 대상매질의 상태를 평가하는 물리탐사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물리탐사 기법은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대상체의 국부적인 상

태를 면밀하게 평가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며, 관입실험의 경우는 모든 

위치에서 평가가 불가하여 비경제적인 단점이 있음. 

 또한, 원위치 실험방법은 굴착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은 높으나 모든 위치에서 실

험방법을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및 시간소모적인 문제가 있고, 시계열에 따른 거동분석이 불

가능하여 지속적인 상태평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종래기술의 단점들

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전체 또는 국부적인 지역의 변형을 신뢰성 높게 계측할 수 있는 동시

에, 시계열에 따른 거동 관찰을 통해 이상징후 발생의 예측 및 지속적인 상태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됨. 

  여기서, Time Domain Reflectometry(TDR)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재료가 변형되면 기존과 

반사계수가 변경되어 상이한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플라스틱 계열 지중관로의 상태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의 플라스틱 지중관로 시공상태에 따라 다양한 전극 

배열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성이 허락되면 플라스틱 지중관로에 직선형으로 많

은 전극을 배치하여 변형상태를 3D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 TDR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지중관로의 결함을 진단하는 장치나 방법은 제시된 바 

없음.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TDR을 이용

하여 플라스틱 지중관로의 변형이나 파손을 신뢰성 높게 검출할 수 있는 동시에, 시계열 데

이터를 축적하여 이상징후 발생의 예측 및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TDR을 이용

한 지중관로의 진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지중관로 진단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KIOST Ref 2018-96-0 의뢰일자 2018.11.19. 보고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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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TDR(Time Domain Reflectometry)을 이용하여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 등과 같은 

지중관로의 파손이나 휘어짐과 같은 변형 등의 결함을 검출하는 지중관로 진단방법 

및 진단시스템에 대하여 검색을 수행 

키 워 드

검 색 식

국가
DATA

BASE
주요 키워드 

KR, US, 

EP, JP, 

PCT 

KIPRIS,

WIPS 

 시간영역반사(TDR), 지중관로, 파이프, 배관, 지하배관, 지하매

설물, 파손, 파괴, 변형, 휘어짐, 결함, 결함 검출, 결함 진단, 지

중관로 진단방법, 지중관로 진단시스템 

 TDR(Time Domain Reflectometry), underground pipeline, 

pipe, piping, underground piping, underground facility, 

breakage, destruction, deformation, deflection, defect, defect 

detection, fault diagnosis, underground pipeline diagnosis 

method, underground pipeline diagnosis system 

검토결과

 선행문헌 1 내지 선행문헌 3에는 TDR을 이용한 탐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내용

이 제시되어 있고, 선행문헌 4 및 선행문헌 5에는 지중관로를 검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선행문헌들에는 본원발명과 같이 TDR

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지중관로의 파손이나 변형 등을 검출하고, 시계열 데이

터를 축적하여 거동 예측에 활용하는 특징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KR
등록특허 10-1736052 

(2017.05.10.)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TDR 및 강성측정장치를 이용한 

흙의 다짐도 평가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흙의 다짐도 평가방법

A 

2 KR
등록특허 10-1651536 

(2016.08.22.)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ＴＤＲ을 이용한 철도노반 다짐도 

평가 시스템 및 그 방법 
A 

3 PCT
WO 2007/089515 

(2007.08.09.) 

UNIVERSITY 

OF 

DELAWARE

SYSTEM AND METHOD FOR 

GUIDED TDR/TDT COMPUTED 

TOMOGRATHY

A 

4 KR
등록특허 10-1872704 

(2018.06.25.)
(주)대림기전 지중관로 검사장치 A 

5 KR
등록특허 10-1607078 

(2016.03.23.)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위드트웰브/

한우테크 (주)

비전을 이용한 지중관로의 곡률 

측정 및 맵핑 방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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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본 발명은 지하에 매설된 지중관로의 파손이나 변형 등과 같은 결함을 진단하

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대상체의 국부적인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하기 어려

움으로 인해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비경제적이며, 시계열에 따른 거동분석이 불

가능하여 지속적인 상태평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던 종래기술의 단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Time Domain Reflectometry(TDR)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계열 지중관로의 전체 또는 국부적인 변형을 신뢰성 높게 계측할 수 있는 동시

에, 시계열에 따른 거동 관찰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상징후 발생의 

예측 및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TDR을 이용한 지중관로의 진단방

법 및 이를 이용한 지중관로 진단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반면, 선행문헌 1 내지 선행문헌 3에는 단지 TDR을 이용한 탐사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기술내용만이 제시되어 있고, 선행문헌 4 및 선행문헌 5에는 별

도의 탐사장비를 지중관로에 투입하여 지중관로의 이상유무를 탐지하도록 구

성되는 지중관로 검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내용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상기한 바와 같이 TDR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계열 지중관로의 파손이나 변형을 

신뢰성 높게 진단할 수 있는 본원발명의 특징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각 발명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TDR을 이용하여 지중관로를 진단하는 개념 자체는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종래기술의 차용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착안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 

거절이유가 통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본원발명의 등록가능성

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는, TDR을 이용하여 지중관로를 진단하는 것에 더하

여, 진단 데이터를 축적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상징

후 발생의 예측 및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진단방법의 특징과, 노이

즈 데이터를 이용하여 싱크홀 등과 같은 주변환경에 대한 상태변화의 탐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특징을 보다 구체화하고 종래기술과 차별화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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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등급
(S-A-B-C-D)

시장성

 

 본 발명에 따르면, TDR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계열 지중관로의 전체 또는 국부

적인 변형을 신뢰성 높게 계측할 수 있는 동시에, 시계열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

상징후 발생의 예측 및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됨으로써, 대상체의 국부적

인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시계열에 

따른 거동분석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상태평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

었던 종래기술의 진단장치 및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TDR을 이용한 지중관로의 진단방법 및 이를 이용한 지중관로 진단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진단시스템 및 방법을 대체하여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가독립항

 지중에 매설되는 배관에 TDR 전극을 설치하는 전극설치단계; 

 TDR 전극이 설치된 배관을 매설하는 배관매설단계; 

 매설된 배관에 설치된 각각의 TDR 전극을 통하여 TDR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

를 분석하여 배관의 파손이나 변형을 감지하는 모니터링단계; 및 

 배관의 파손이나 변형이 감지되면 관리자나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도록 하는 보수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중관로 진단방법. 

 상기 모니터링 단계에서 수신된 신호 및 분석결과를 수집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

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여 시계열에 따른 지중관로의 거동에 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중관로 

진단방법. 

 상기 모니터링 단계에서, 수신된 TDR 신호가 지중 배관의 변화로 인한 반사신호가 아

닌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신호를 노이즈로 판단하고, 상기 노이즈 신호의 분석을 통하여 

싱크홀을 포함하는 주변환경의 상태변화를 탐지하는 처리가 수행되는 주변환경 탐지단

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중관로 진단방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기관 특허법인 남앤남

조사자 윤햇님 연락처 02-6714-1080

  

조사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혼합현실(MR) 기반 해양 데이터 실시간 과학적 가시화 시스템

선행조사등급 □ 1등급(진보성上)  ■ 2등급(진보성中)  □ 3등급(진보성下) □ 4등급(미완성발명)

기술개요

본 발명은 혼합현실 기반 실시간 해양/기상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지구

본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서 해양/기상 데이터를 가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직

관적으로 해양/기상 데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에 관한 것임

 

본 발명의 기술적 목적 및 효과는 아래와 같음.

1. 해양 및 기상의 변화, 특성을 3차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단말(증강현실장

치, 가상현실장치, 홀로그램 장치)이 구비되어야 함.

2. 특정 위치를 지구본에서 선택하면, 선택된 위치에 대응하는 해양 및 기상 데이터가 

단말로 전송되어야 함. 

3. 특정 위치를 지구본에서 선택하면, 선택된 위치가 단말로 전송되는 해양 및 기상 데

이터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함. 

4. 특정 위치를 터치, 동공, 음성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

되어야 함. 

KIOST Ref 2018-99-0 의뢰일자 2018.11.27 보고일 2018.11.27

검색조건

검색과정

(키워드 선정 및 

선행기술조사 방향)

지구본을 이용하여 해양 및 기상의 변화, 특성을 3차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 기술분야를 선행기술조사 대상으로 

함.

키 워 드 국가
DATA

BASE
검색식



검색조건

검 색 식

대한민국 KIPRIS
(기상+해양)*(가시화), (기상+해양)*(3차원+3D), (기상+해양)*(가

시화)*(3차원+3D),(기상+해양)*(3차원+3D)*(지구본)

해외

(US,EU,

CN,JP,P

CT)

KIPRIS

G06T

( w e a t h e r ? + a t m o ? + s e a ? + o c e a n ? ) * ( g l o b e ) , 

(weather?+atmo?+sea?+ocean?)*(3D+3d imens ion) , 

(weather?+atmo?+sea?+ocean?)*(globe)*(3D+3dimension)

검토결과  선행기술조사 결과, 해양의 데이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검색됨. 



   

검색결과

연번 국가 문헌번호(공개일) 출원인 발명의 명칭 관련도

1 대한민국 특허제10-136296호
주식회사 

범아엔지닝링

해양에서 측량된 데이터를 3차원 

형태로 가시화하는 측량시스템 측

장량치

A

2 대한민국 특허제10-798412호
㈜한국해양과학

기술

해양 및 대지의 과학적 자료를 3

차원으로 가시화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

Y

3 대한민국 특허제10-1484518호 네이버시스템(주)

해양에서 측량된 데이터를 3차원 

형태로 가시화하는 측량방법이 적

용된 시스템

A

4 미국 US 8781801 B2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Meteorological phenomena 

simulation device and method
A

5 대한민국 특허제10-1422821호

한국과학기술원,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평면 해수면 모델을 이용하여 지구

타원체의 해양 환경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법

Y

<관련도 표시기호>

X : 이 문헌만으로 청구항의 발명(고안)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Y : 이 문헌과 다른 하나 이상의 문헌이 결합되었을 때, 청구항의 발명(고안)을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A :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E： 선행 문헌이지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

P : 출원인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공개된 것

T：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발명의 원리 또는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종합의견 등급
(S-A-B-C-D)

특허가능성/

권리성

특허 가능성 : 본 발명은, 혼합현실 기반 실시간 해양/기상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해양/기상 데이터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은 선행문헌들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구본을 사용하는 구성, 선행문헌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지구본에서 기

상/해양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 특정 위치를 지구

본에서 선택된 위치와 가상으로 보여지는 해양/기상 데이터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성 등을 부가한다면 특허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됨. 

권리성: 지구본을 이용하여 해양/기상 데이터를 가상으로 체험한다는 개념적

인 권리 형성은 어렵지만, 해양/기상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를 지구

본에서 선택하는 방법, 지구본에서 선택된 위치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위치

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 등은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B

시장성

현재, 3차원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이에, 해양/기상 데이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음. 따라서, 지구본을 이용하여 해양/기상 데이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 발명의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시장성은 크다고 볼 수 있

음 

A

가독립항

1. 위도와 경도에 따른 기상 및 해양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 및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본 상에 상기 기상 및 해양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선택 위치를 선택하

고, 선택된 상기 선택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기상 및 해양 데이터를 이미지 및 영상으

로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부; 를 포함하는 기상 및 해양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데이터 추출부는, 

상기 선택 위치와 상기 기상 및 해양 데이터가 추출되는 데이터 추출 위치가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확인하는 확인부; 및 

상기 선택 위치와 상기 기상 및 해양 데이터가 추출되는 데이터 추출 위치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선택 위치의 상기 기상 및 해양 데이터의 이미지 및 영상을 단말로 전송하

는 전송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상 및 해양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선행문헌 1

문헌번호 특허제10-798412호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

술
출원일 2006.10.24

기술명
해양 및 대지의 과학적 자료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방

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1은, 해양 및 대지의 과학적 자료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도록 한 것으로, 해양 및 대지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각각 자료의 특성에 따라 3차원 객체 및 가상 효과 등의 형태로 가시화하

여, 각종 해양 및 대지의 측량자료를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해양 및 대지의 

과학적 자료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 및 이의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1과 본 발명은 해양 자료를 3차원으로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1에는 지구본을 이용하여 해양/기상 자료를 3차원으로 가시화한다는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즉, 선행문헌 1은 해양 자료를 3차원으로 가시화할 뿐, 본 발명과 

같이 지구본을 이용하여 해양/기상 자료를 3차원으로 가시화한 구성이 결여된 차이가 

있음. 



선행문헌 2

문헌번호
특허제10-1422821

호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엘

아이지넥스원주식

회사

출원일 2013.08.21

기술명 평면 해수면 모델을 이용하여 지구타원체의 해양 환경을 가시화하기 위한 방법

선행문헌의 내용

선행문헌 5는, 지구 타원체의 해양 환경을 가시화한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동된 관찰지점에서 지구타

원체에 내린 수선에 평면 해수면이 수직이 되도록 1차 이동시키고, 그 이동된 평면 해수면을 동일 평

면 상에서 기 이동한 거리만큼 역 방향으로 2차 이동시킨 후, 그 2차 이동시킨 평면 해수면을 이동된 

관찰지점까지 확장하도록 하는 평면 해수면 모델을 이용하여 지구타원체의 해양 환경을 가시화하기 위

한 방법에 관한 것임.

의견

유사점
선행문헌 5와 본 발명은 지구 타원체(지구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점이 

있음. 

차이점

선행문헌 5에는 본 발명에 언급된 해양/기상 데이터를 가시화한다는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데이터를 3차원으로 가시화한다는 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

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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