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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resh mushrooms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because of the health benefits
of the dietary fiber and antioxidant components. Using 142 valid patents from five countries, trends in postharvest technology
patents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into packaging and storage. The patent portfolio index showed that the number of patents
for postharvest storage technology is growing, with the number of both approved patents and applications increasing from the
third to the fourth time period, albeit the overall growth pattern suggests that this is a recovery stage. Notably, Korea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postharvest technologies, although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was smaller than that of China. Our study describes trends in technical patents that support the performance of new
postharvest projects of fresh mus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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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버섯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전통적으

로 활용되어 온 식품이며, 신선 버섯 시장은 건강한(well-

being) 식단 추구 및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Ncama et al, 2018).

신선 버섯은 수분 함량이 높으며 호흡에 따른 급격한 신

진 대사 활동 때문에 기계적 손상 및 미생물 부패에 취약

하여 변색, 품질 저하 또는 자실체 부패로 인한 손실이 크

게 나타난다(Zhang et al, 2013). 수확 후 기간 동안 버섯

은 지속적인 품질 저하를 경험하여 변색, 수분 손실, 질감

변화, 미생물 수 증가, 영양성분 및 맛의 손실을 나타내므

로, 수확 후 품질을 유지하고 버섯의 유통 기한을 연장하

기 위해서는 물리적, 화학적 저장 방법을 포함한 효과적

인 수확 후 보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Ding et al,

2016). 소비자들의 경제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신

선 버섯과 같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

로 신선 버섯에 적합한 새로운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Ajayi et al, 2015).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제품의

유통 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저장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소비자의 사회적 이익을 달성 할 수

있다(Florez-López et al, 2016). 특히 수확 후 관리 기술

은 식량 안보 및 농산물 가격 안정과 같은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Cen et al, 2016), 수확 후 관리 기술

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및 지적재산권 분석을 통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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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는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하다. 신선 농산물 품질에 대한 국내 소비자

및 국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면서(Droby et al, 2019),

한국 정부는 국내 신선 농산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Yun, 2014). 그러나 신

선 버섯의 새로운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개발 및 민간 투자는 정체되어 있다(Choe and Kim,

2015). 농산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특허 및 품종 등록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으며(Kyebambe et al, 2017), 다양한

특허 지표를 활용하여 기술 수준, 연구 동향, 국제 경쟁력

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2012;

Yoon et al, 2012). 곡물 및 약용작물 등에 대한 수확 후 기

술 특허 동향분석은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나(Wisniewski

et al, 2016; Choi et al, 2019), 신선 버섯과 관련한 수확 후

관리기술의 특허 동향 분석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5개국

의 신선 버섯에 대한 수확 후 관리 기술과 관련하여 출원

된 특허를 국가별로 특허 건수, 출원인 및 포트폴리오 특

허지표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특허 동향 및

연구 방향 추세 예측은 국내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 버섯 국제특허 범위 및 동향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등 5개국에서 20년

(1998.01.01 - 2019.12.31) 공개 특허와 등록된 특허를 대

상으로 하였다. 유럽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조약의 가맹국

인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

웨덴 국가 등 총 31개 가맹국의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특허정보는 윕스온(WIPS ON, http://www.

wipson.com/) 특허 플랫폼에서 신선 버섯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1차 수집된 특허는 초기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노이즈(noise)를 제거하기 위하여 4

단계로 데이터를 선발하고 검증하였다. 1단계는 신선 버

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를 재설정

하여 총 2,454건의 특허를 선별하였다. 2단계는 출원 번

호와 특허 제목을 기반으로 중복된 특허를 제거하였다. 3

단계는 특허 전문가가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별 특허

검색 시스템의 특허 요약 정보를 사용하여 중복되는 특허

를 수동으로 제거하였다. 4단계는 특허 전문가가 특허의

사양과 범위에 따라 유효특허를 최종 선발하였으며, 선발

된 특허는 수확 후 관리 분야 기술 전문가가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42건의 유효 특허를 선발하였으며, 2개

의 핵심기술 분야인 포장(packaging), 저장(storage) 기술

분야로 분류하였다(Table 1).

핵심기술로 분류된 수확 후 포장 기술은 신선 버섯의

포장 필름, 기체조성 제어, 다양한 포장 기법이 포함 되었

으며, 버섯을 포함하는 가공 식품의 포장, 버섯 재배용 배

지 봉투, 단순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 포장 용기 또는 포장

기계는 유효 특허에서 제외하였다. 수확 후 저장 기술은

신선 버섯의 수확 후 미생물 제어, 살균, 저장수명 연장

기술이 포함 되었으며, 버섯의 동결 건조, 가열 조리, 오

존수 또는 초음파 세척기는 유효특허에서 제외하였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에 대한 유효 특허는 63

건, 수확 후 저장 기술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의 국가별 특허는 한국 20건, 미국 2건,

일본 27건, 유럽 2건, 중국 12건으로,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

고 그 후부터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

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허출원에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였고, 일본은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에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이며, 중국은 2010년대에 들어 특허출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Fig. 1A). 수확 후 저장 기술의 경우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바 이는 중국의 출원 증가

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은 한

국 6건, 미국 7건, 일본 14건, 유럽 6건, 중국 46건으로 연

도별 경향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허출원 흐름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일본이 출원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2010년

후반부터는 중국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B).

추세선을 통한 특허 동향 및 주요 출원인 동향
최종 선발된 유효특허 142건에 대하여 개별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보다는 특허를 출원 연도, 국가, 출원 건수로 분

류하고 2개의 핵심기술 분야에 대하여 특허 증가율 및 주

요 출원인 등에 대한 집합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선 버

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의 출원 증가율은 2000년대 초반

에 소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가 201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

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서 2010년대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의 경우 2010년대에 들어 증

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초반에 특허출원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국 및 유

럽의 경우는 특허 모집단의 수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결과

Table 1. Patent classification with two technology categories
for fresh mushrooms in five country groups

Category
Country groups

Korea China USA Japan EU Total
Packaging 20 12 2 27 2 63
Storage  6 46 7 14 6 79
Total 26 58 9 41 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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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확 후 저장 기술은 2000년대까지

는 낮은 등록 및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 후반

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

이 2000년대까지 계속적인 특허 등록 및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율이 하락하였으

며,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증가율

을 보였으며, 한국, 미국 및 유럽은 특허 모집단의 수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2).

주요 출원인은 국가별 국적에 따라 상위 10위까지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신선 버섯의 수확후 포장

기술 주요 출원인은 일본 국적의 Sumitomo Bakelite, 중

국 국적의 Shanghai Xuerong Biotechnology Co., 일본

국적의 Mitsui Chemicals, Shinano Pori 등이 다수의 특

허를 보유하고 있어 상위에 해당하는 주요 출원인으로 파

악되었으며,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자국에만 출원하여 자

국시장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Table 2). 

신선 버섯 저장 기술의 주요 출원인은 미국 국적의 The

Penn State Research Foundation, 네덜란드 국적의 Scelta

Essenza Holding B.V., 일본 국적의 Unitika, 중국 국적의

Guizhou Gui Fu fungus industry development 등이 상위

에 해당하는 주요 출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기업은

주로 자국에 출원을 하여 자국시장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Table 3). 특히 2010년 후

반부터 중국 국적의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자국에만 출원을 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은 중국의 기

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 지표 분석
특허의 연도별 동향 및 향후 연구 전망 예측을 위하여

Fig. 1. Trend of technology growth of five countries based on the annual patents and growth rate. (A) Packaging technology
stage. (B) Storage technology stage. X-axis: year. Y-axis: number of patents. Graph color indicate the each country. Recent
period (2018–2019) is not calculated because of closed patents for 18 months after patent registration.

Fig. 2. Landscape of fresh mushroom technology growth related to two postharvest technology categories as packaging
technology and storage technology. X-axis: year of patent registration. Y-axis: number of patents. USA and EU are omitted due
to low patent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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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추세선 및 특허 포트

폴리오 지표 분석을 실시하여 신선 버섯 수확 후 관련 기

술의 국가별 기술 성장단계를 평가하였다. 5개국의 특허

건수와 출원인 수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하여 각각

Table 2. The 10 largest corporate patent applications for packaging technology

No. Applicant Nationality patent
Country (patent, ratio) 

Korea USA Japan EU China

1 Sumitomo Bakelite Japan 4 - - 4
(100%) - -

2 Shanghai Xuerong Biotechnology Co., 
Ltd. China 3 - - - - 3

(100%)

2 Mitsui Chemicals Japan 3 - - 3
(100%) - -

2 Shinano Pori Japan 3 - - 3
(100%) - -

5 Denka Japan 2 - - 2
(100%) - -

5 Takara Bio Japan 2 - - 2
(100%) - -

5 Youngcheol Hong Korea 2 2
(100%) - - - -

5 Hangzhou Qiandaohu Xingbao China 2 - - - - 2
(100%)

5 Janghung Research Institute of Mush-
room Industry Korea 2 2

(100%) - - - -

5 Hokuto Japan 2 - 1
(50%)

1
(50%) - -

Table 3. The 10 largest corporate patent applications for storage technology

No. Applicant Nationality patent
Country (patent, ratio) 

Korea USA Japan EU China

1 The Penn State Research Foundation USA 6 - 5
(83%) - 1

(17%) -

2 Scelta Essenza Holding B.V. EU 2 - - - 2
(100%) -

2 Unitika Japan 2 - - 2
(100%) - -

2 Amycel USA 2 - - 1
(50%)

1
(50%) -

2 Guizhou GUI Fu fungus industry development China 2 - - - - 2
(100%)

6 Anhui Hongsen Biotechnology Co. China 1 - - - - 1
(100%)

6 Wuhan Jianye Edible Fungi Co., Ltd. China 1 - - - - 1
(100%)

6 Sociedad Cooperativa Champinter EU 1 - - - 1
(100%) -

6 Chizhou City Guichi District Jiliang Wild China 1 - - - 1
(100%)

6 Hankyung Park Korea 1 1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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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고, 핵심기술 분야

의 성장단계를 태동, 성장, 성숙, 쇠퇴, 및 회복의 5단계로

구별하여 원형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해당 국가의 전체

유효 특허를 연도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간

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 변화의 분석을 통해 기

술의 발전 단계를 예측하였다. 기간별 분류는 1구간(1998

년-2002년), 2구간(2003년-2007년), 3구간(2008년-2012

년) 및 4구간(2013년-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화

살표 방향은 시간의 흐름이며 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특

허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신선 버섯의 포장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 중에서 회복

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허 포트폴리오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기술별 단계에서 2구간(2003년-2007년)

및 3구간(2008년-2012년)에서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대

폭 감소하였다가, 4구간(2013년-2017년)에서 출원인 및

출원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Fig. 3A).

수확 후 저장 기술은 2구간(2003년-2007년)에서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3구간(2008년-2012

년)에서 출원인수가 증가하였고 4구간(2013년-2017년)에

서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성장기의 단

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Fig. 3B).

핵심 특허 분석
등록/공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적 유사도, 기업이 보유

한 특허,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 핵심 특허를 추출하고 심

층 분석하였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의 경우 공

개 특허 2건, 등록 특허 1건으로 총 3건의 특허가 선정되

었으며, 포장재 내부의 이산화탄소 및 산소의 농도나 투

과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버섯에서 배

출되는 수분을 외부로 투과하는 필름 조성에 관한 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포장재의 조성이나 가스

투과 특성에 대하여 아직 많은 수의 핵심 특허가 확보되

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버섯류의 호흡 및 대사 특성에

기인한 포장 필름의 조성이나 가스 투과도, 미세 구멍의

크기, 친환경 소재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핵심 특

허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저장 기술은 공개 특허 1건, 등록 특허 4

건으로 총 5건의 특허가 선정되었으며, 버섯류에 밀리미

터파를 조사하는 전처리 기술, 진공 처리 기술, 보존처리

및 보존제에 특징이 있는 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어 유해

미생물을 살균하는 전처리 기술, 좋은 맛과 향미를 유지

하여 저장 수명을 연장하는 보존 기술 등을 개발하여 특

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2000년대까지 출원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대에 들어

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선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주요 출원인에 대한 특허출원은 일본이 전체 출원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

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국 중심의 출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포장 기술은 초반에 출

원인 및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증가하여 회복기 단계에 있으며, 저장기술은 최근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성장기의 단계로

평가된다. 신선 버섯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주로 다국적

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업화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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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dscape of postharvest technology growth stage related to each country based on the patent portfolio index. (A)
Packaging technology. (B) Storage technology. The time periods were: I (1998-2002), II (2003-2007), III (2008-2012), and IV
(2013-2017). X-axis: number of applicants. Y-axis: number of patents. Circle colors indicate the each time period and sizes are
the rel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s of patents and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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