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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특허가 일본과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

원되었다. 이스라엘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375건의 특허 중 상위 10위 출원인의 특허출원 비율

이 약 26%로 분석되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행 전

략을 도출하였다.

I. 서론

  레이저 미세가공 기술은 포장용 필름의 미세 홀 가공

을 통하여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간에 영향을 

주고 재료의 표면 가공에 활용되기 때문에 응용분야가 

매우 넓다. 포장용 필름의 미세가공 품질은 신선식품의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색, 외관, 이물질, 신선도, 냄

새, 조직감(texture) 및 미생물 수 등에 의해 판단한다. 

레이저 미세가공 기술은 LC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의

료 및 정밀기기, 광학기기, 필름, FPCB, 세라믹, Glass 등

의 표면 가공에 사용되고 있다. 기업의 혁신은 경영혁신, 

생산혁신, 제품 및 서비스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분

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모델은 자금조달과 

신생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결정요소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특허 출

원 동향, 주요 출원인 국적별·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수행하였다.

2.1 특허 동향 분석  

  특정기술 분야의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 동향과 연구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특허 정보가 중요하게 활용 되고있

다[1]. 

2.2 비즈니스 모델 분석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

달하는 방법과 그 가치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

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연구개발과제 선택, 유형 자산 

및 장비 운영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구현

에 달려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유형 및 무형 자산의 활

용과 결합된 기술 혁신 및 노하우가 기업의 이익으로 전

환되는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2]. 비즈

니스 모델은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제시하

는 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경영의 논리적 표현이다[3]. 비

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들에게 어

떤 가치를 제안하고 어떻게 가치를 전달하여 사업 전략

을 실행하는 분석 도구이다[4].

Ⅲ. 특허 동향 분석

3.1 특허 분석 방법

  특허 분석 데이터베이스는 윈텔립스(www.wintelips. 

com)를 사용하였으며, 특허 검색 국가는 한국, 일본, 미

국, 유럽으로 한정하였다. 특허 검색 키워드는 레이저 미

세가공 시스템 관련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특허 검색 기

간은 1994.1.1.부터 2017.6.12.까지로 제한하였다.

3.2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의 특허 출원 동향 

분석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특허는 일본 141건, 미

국 98건, 유럽 74건, 한국 62으로 총 375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관련 특허는 1990년대 초반부터 출원된 이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꾸준히 출원되었고 2014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다.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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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여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연평균 6건 이상 출원

하여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은 연평균 3.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특허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 그림 1. 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과 관련된 상위 출원인을 살펴

보면, 이스라엘의 ORBOTECH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특

허를 출원하였고, 미국의 IPG Photonics가 21건의 특허

를 출원하였다. 이스라엘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1, 2위

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375건의 특허 중 상위 10위 출원

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약 26%로,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

템 관련 기술 개발은 상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상위 

출원인의 대부분이 기업 출원인이므로 민간기업의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2.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상위 출원인

Ⅳ. 비즈니스 모델 분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

소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서는 가치 창출, 가치 전달, 가치 포착 관점에서 비즈니

스 모델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Ⅴ. 결 론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이 미국과 일

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특허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스라엘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375건의 특허 중에서 상위 10위 출

원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약 26%로 분석되었다. 레이저 

미세가공 시스템은 식품포장용 필름을 미세 가공하는 설

비로서 생산업체의 사용필름 스펙, 포장제품의 종류, 생

산량, 생산속도에 적합하도록 레이저 미세가공의 정밀도 

및 범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서는 가치 창출, 가치 전달, 가치 

포착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행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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