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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은 오늘날 기술 주기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고 있는 기술적 개념이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어떻

게 일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IoT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는 연결된 장치의 웹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치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

술 비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의 연결의 증가로 IoT는 향후 10년 안에 모든 퍼베이시브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특허)의 관점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도메인의 기술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IoT 기
술의 특허 분포에서 전체 특허들의 5%가 상위 특허 출원인이고 나머지는 다수의 출원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
국지역에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큰 아시안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BSTRACT 

Internet of Things (IoT) is possibly the most widely discussed technological concept in today’s technology circles.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dramatically change not only how we work but also how we live. The concept of IoT 
basically means a web of connected devices which can be controlled over a data network. With cost of technology 
required to control these devices going down and increasing internet connectivity through smartphones, IoT is 
expected to be an all pervasive technology in the next 10 years. In this paper, we study the technological landscape of 
this fast growing technology domain from an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perspective. We find that the patent 
distribution in this domain is very fragmented with the top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holding around 5% of the total 
patents. Especially, the US geography has seen the maximum patent filings and is closely followed by the big Asian 
markets of Japan and Korea.

키워드 : 사물인터넷, 특허, 특허맵, 기술융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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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인간’, ‘사물’,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며, 여기서 사물은 비즈니스와 

정보, 소셜 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사물 간 

혹은 환경과 데이터(센싱된 환경정보)를 상호 전달받아 

반응할 수 있다[1]. 사물은 자율적으로 물리적인 실제 

환경의 이벤트에 반응하거나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유

무와는 별개로 서비스를 만들거나 특정 행위 동작을 촉

발하는 프로세스이다. 결국 사물간의 지능통신을 하는 

M2M의 개념이 확장하여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

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

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조경제

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기존의 통신시

장의 수요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시

장의 이윤이 하락하게 되어 새로운 대체수요수단으

로 IoT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IoT가 발전함으로써 기

존 통신 사업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부가가

치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신규 산업들을 통한 

시장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

게 되었다[2].
전 세계적인 추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사물 인터

넷 기술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로 미래부와 산업부를 

주축으로 원천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기

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계획이 수립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기술 중 센싱 기술, 보안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방형 서비

스 플랫폼에 대해서 특허 동향을 분석하였고, 각 기술

분야별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합하여 국가별, IPC별, 연
도별 특허출원현황 및 주요국의 특허현황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 및 특허동향을 

전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사물인터넷

의 주요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3장에서는 사

물인터넷 특허 출원동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분석된 

결과에 따른 연구 전략에 대해 서술하고, 5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Ⅱ. 사물인터넷 주요기술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기

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서비

스를 위해서는 특정 사물이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사물들이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관련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기술 세부 기술 중 센싱, 네트워크 및 

보안,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기술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3-5].

2.1. 센싱기술

센서란 측정 대상물을 감지, 측정하여 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 또는 광학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이것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IoT의 큰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다. 이 기술

은 IoT분야에서 저전력, 초소형 센서들을 사용하여 거

시적 관점에서 환경 변수들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주축이 된다.

Fig. 1 Application of Sensing Technology

그림 1처럼 인터넷에 존재하는 객체들 간의 IP주소

를 활용하여 효율적 정보 공유를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

하는 인터넷 기반의 융합과 사물과 센서 사이에 내장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두 기종 간 직접 통신

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 간 직접 융합이 있다. 이러한 방

식들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 기술은 21세
기에 주요 기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2. 네트워크 및 보안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그림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컴퓨팅 능력과 무선 통신 능력을 갖춘 센서노드를 

응용 환경에 배치하여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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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노드로부터 획득한 정보들을 무선으로 수집하여 

감시/제어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또한 다양

한 기기와의 정보 교환과 연동을 위해 센서 네트워크의 

물리계층 및 네트워크 기술도 중요한 기술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동될 때 각 요소 기

술 자체의 보안 취약성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증/인가 기법, 접근 제어/권한 제어 기법, 
ID(Identification) 관리 기법, 키 관리 및 분배 기법, 신
뢰 제어 기법 등 다양한 보안 기법을 필요로 한다. 

Fig. 2 Structure of Network

2.3.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은 다양한 사물 센싱 정보의 수

집 및 제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많은 데이

터의 관리상 효율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Public, Private, Hybrid)를 접목하고 서비스화 되는 것

이 최근의 뚜렷한 동향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그림 3과 같이 Open API를 제공

하고, 다중의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 외부 시스

템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자에게 다양

한 메쉬업(Mashup) 서비스 개발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Fig. 3 Paradigm Shift of Platform Technology

Ⅲ. 사물인터넷 특허 출원 동향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센싱, 네트워

크 그리고 플랫폼기술로 구분하였으며, 3개의 중분류 

기술에 해당하는 9개의 세부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IoT 특허 동향 및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중분류 기술에 해당하는 세부 기

술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지능형 사

물인터넷’분야의 세부 분류체계를 따른 것이다.
특허 데이터 추출 기준은 초록 및 청구항 내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세부 기술의 키워드가 포함된특허를 

검색하였으며, 검색 기간 및 범위는 200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에 출원된 특

허를 대상으로 하였고,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WIPS를 

사용하였다[6,7].

3.1. 센싱기술

3.1.1. 연도별  특허출원현황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센싱분야의 연

도별 특허 출원 현황은 그림 4와 같다. 2000년부터 조사

되어 2014년도까지의 출원현황을 보았을 때, 전반적

Fig. 4 Annual patent applic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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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다가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차츰 출원현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사

물인터넷 센싱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특허가 무수히 쏟아지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서는 

더 이상의 빈틈을 찾기가 어려워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

된다. 그 최대 한계점 지점이 2010년으로 보이며 , 앞으

로 새로운 센싱기술의 특허분야를 개척하거나 창의적

인 관점으로 새로운 발명을 하여 창조해 내지 않고서는 

특허 출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1.2. 출원인 및 출원 국적별 특허출원현황

사물인터넷 센싱 분야에는 수많은 출원인들이 있었

으나 그 중에 상위 5개 출원인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였

고, 제일 많은 출원을 한 출원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이다. 그 뒤를 이어 엘지전자 주식회사, 비즈모델라

인 주식회사, 삼성일렉트로닉스 및 에스케이텔레콤 주

식회사 순으로 많은 특허출원을 보였다. 

Fig. 5 Applicants and patent applications status filed by 
Nationality 

전체 출원인의 국적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51%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일본이 

22%, 미국이 20%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럽은 

7%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상위 5개 출원인의 출원현황과 기타 출원인의 출원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상위 5개 출원인의 출원 개수는 

18개로 나타났고 기타 출원인의 출원 개수는 39개로 나

타났다. 이를 보아 몇몇 기업의 주도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기타 중소기업의 강세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3.2. 네트워크 및 보안기술

3.2.1. 연도별 특허출원현황

 IoT 네트워크 및 보안 분야의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

은 그림 6와 같다. 2000년부터 조사되어 2014년까지 출

원 현황을 보았을 때, 출원 현황은 2000년과 2001년 사

이에 급증하였다. 그림 6에서 2003년 정점을 찍은 후 급

격하게 출원 현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IoT 네트워크 및 보안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그

에 따른 특허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빈

틈을 찾기가 어려워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Fig. 6 Annual patent application status

2003년 정점을 찍은 후,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하

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일정한 추세로 특허가 출원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꾸준하게 특허가 출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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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보아 IoT 에서 네트워크 및 보안 분야가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락세 이후 네트워크 및 보

안 분야에서 큰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끊임

없는 연구와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 
특허출원 후에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는 특

허제도의 특성상, 2014년 이후에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체 데이터가 반영되지 못하

였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실제로 출원이 감소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Fig. 7 Applicants and patent applications status filed by 
Nationality

3.2.2. 출원인 및 출원 국적별 특허출원현황

IoT 네트워크 및 보안 분야에는 수많은 출원인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상위 7개 출원인을 조사하여 대표 출

원인별 특허 출원현황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네트워

크 및 보안 분야에서 제일 많은 출원을 한 출원인은 

‘Malibu networks’이다. 그 뒤를 이어 SK Telecom 
Co.,Ltd, ETRI, Samsung electronics Co.,Ltd가 특허 출

원에 뒤를 이었다. 전체 출원인의 국적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34%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26%, 유럽이 22%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일본은 1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이처럼 앞

으로도 IoT 네트워크 및 보안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세

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3.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3.3.1. 연도별 특허출원현황

IoT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분야의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은 그림 8과 같다. 2000년부터 조사하여 2014년까

지 출원현황을 보았을 때,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급

증하고, 이는 2009년에 국내외 국가정책의 방향에 IoT 
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에 따라 2009년 

이후로 특허출원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ITU-T를 중심으로 새로운 표준화 영역을 설정하여 개

방형 IoT 플랫폼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이 최고점을 달했으며 2011년 이후로 꾸준히 

특허를 출원하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g. 8 Annual patent application status

마찬가지로 특허출원 후에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2014년 이후에 출원된 특

허는 미공개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체 데이터가 반

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출원이 감소한 것은 아님

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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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출원인 및 출원 국적별 특허출원현황

그림 9는 IoT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분야의 출원인 

및 출원인 국적별 출원 현황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 7위
의 출원인 현황을 알 수 있다.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분

야에서 가장 많이 출원한 출원인은 ‘ETRI'이다. 그 뒤를 

이어 NTT DOCOMO INC, SK Corporation, KT 
Corporation, Microsoft Corporation, KAIST, Taito 
Solution Co., Ltd. 순으로 상위 7위 출원인을 알 수 있

다. 전체 출원인의 국적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4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이 26%, 미
국이 24%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럽은 4%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Fig. 9 Annual patent application status

 

Ⅳ. 특허출원 동향에 따른 연구전략

사물인터넷의 주요 기술을 분석 한 결과 한국의 입장

에서 적극적 R&D를 통해 원천성 높은 특허를 활용하

여 사업화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해

당하는 8개 기술과 특성화를 통해 신규 시장 진입이나 

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R&D영역에 4개 기

술이 도출되었으며, 정책적인 R&D 선택 영역으로 분

류된 기술이 1개로 나타났다. IoT 네트워크 관련 기술

인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IoT플랫폼 기술인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기술, 
IoT 보안 기술인 하드웨어 기반 IoT 보안 기술이 기술

간 IP 경쟁력과 한국의 IP 경쟁력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복합 IoT 게이트웨이 기술과 IoT 프라이버시 보안기

술은 특허 활동력(최근 특허출원 추이)과 시장 확보력

(패밀리 특허 수)이 높지만, 한국의 IP 경쟁력은 다소 낮

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특허 확보 

및 양질의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oT 디바이스

와 관련하여 저전력, 고신뢰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분산구조 기반의 IoT 플랫폼기술은 한국의 특허 출원 

점유율로 인해 IP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간 IP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시장 창출이 가

능하고 신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

며 이와 관련된 전략적인 R&D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다중 디바이

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실시간성 보장

형 IoT 플랫폼 기술 및 크로스 레이어 보안기술(IoT-13)
은 아직까지 특허적 관점에서 활동력이나 시장 확보력

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관련 기술 분야의 한국의 IP 경
쟁력도 평균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의 급 변화나 킬

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에 대한 변화나 신규 시장창출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R&D 특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은 한국이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

체적인 특허 활동력, 시장 확보력 및 기술개발 경쟁력

의 측면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방형 

IoT플랫폼에 대한 특허 출원 주체들의 관심도와 관련이 

크며, 아직까지는 활발한 특허활동을 펼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관련 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이슈에 따라 

시장은 예측하기 힘들 수 있으나 관련 기술에 대한 선

택적인 R&D를 통해 원천성 있는 특허를 확보할 가능

성이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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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기술의 특허 분석을 통하여 IoT 
분야 3대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을 살펴보았다. 분
석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적으로 

IoT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추

세임을 알 수 있다. 주된 연구 분야로는 디지털데이터의 

전송 및 처리 분야를 꼽을 수 있으며, 데이터의 인식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를 바탕에 둔 관련 특허들을 기반으로 각 국의 IoT 3대 

주요 기술 특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서는 

연도별, 출원인별, IPC별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을 통하여 IoT 분야 3대 주요 기

술들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를 통해 IoT 각 기술별 중요성 또한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인별 특허 출원 현황을 통

하여 높은 출원율을 보이는 다출원인 및 각 국의 출원인 

비율을 알 수 있었고, IoT 3대 주요 기술에서 각 기술별 

분야에서 우세한 주요 출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IPC
별 특허 출원 현황은 G섹션, H 섹션의 특허가 많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허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나라에서 각 기술

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으며, 특
히 신흥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

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추세는 국내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IoT 제품 개발 및 사업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IoT는 세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스
마트워크 등과 함께 각국의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의 정부와 글로벌 기업은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서둘러 

시장선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를 선도할 정부와 기업들은 IoT 각 기

술별 특허 분석으로 도출된 주요동향파악을 통해 각 국

이 선도하고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그 기술들을 활용

하고 응용하기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한 각 국가별 및 기술별 강점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새

로운 접목을 시도한다면 앞으로 IoT 분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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