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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관련 특허분쟁은 Rockwell Automation이 독일 Wago를 상대로 I/O 제
어기 분야에 대해 6건의 미국특허를 기초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소프트웨어/플랫폼 분야에서 Oracle이 Lodsys란 특허괴물과 분쟁을 진
행한 적이 있으나, 가상물리시스템 관련 핵심기술은 최근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기술이고, 가상물리시스템이 가장 먼저 적용된 스마트 제조
기반 산업의 경우 특허분쟁의 주 무대인 미국이 생산 기반이 약한 이
유로 특허분쟁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CPS)은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갖
는 물리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네트워크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사이버영역 기술과
물리시스템 기술을 결합하여 융합된 기술을 의미함

□ CPS는 기능적으로는 연산(Computation), 통신(Communication), 제어
(Control)가 융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실시간성, 지능화, 적응성 및 예측
성, 연결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함
-

다수의 이종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결합되거나 연동되어 자
율적으로 임수를 수행하는 스마트 시티, 국방, 교통,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제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시스템(System of System)에 필수
적으로 필요한 기술로써 사회 전분에 걸쳐 광범위한 적용이 예상됨

□ CPS기술은 초연결사회의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한 융합기
술로써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산업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안전한 국가를 위한 기간산업 분야의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생활양식
과 사회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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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시큐리티 발전전략에 의하면 전세계 CPS 시장
은 연평균 21.8% 성장하여 2020년 약 1.2조 달러로 전망되며, 국내는
연평균 32.8% 성장으로 약 17.1조원 규모 전망함
□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관련 특허가 출원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7년
까지의 특허는 총 581건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
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출원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각

나라들의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전체적으로

발전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물리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교통, 물류,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기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분야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결과, 한국 국적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49건을 출원하여 최다출원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핀란드의 NOKIA SOLUTIONS와 독일 국적의 SIEMENS가 각각 21건을
출원하여 차상위출원인으로 도출됨. 상위 15개의 주요출원인 분석 결과
주로 전자/통신 분야 대기업들로 나타남
□ IPC별 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로 디지털 데이터 처리, 디지털
정보의 전송, 무선통신네트워크에 관한 IPC에 속하는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제어, 조정, 감시장치, 컴퓨터시스템 IPC에 분류되는 특허 또한
다수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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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배경
□ 정보화 혁명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데이터 시대로 진전되고 있으며
나아가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되면서 사이버상의
정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CPS)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술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핵심 기술별 하부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규모와 복잡성 증가로 결함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
신뢰성과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CPS기술이 주목되고 있음

□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CPS)은 센서와 액츄에이터를 갖
는 물리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네트워크 기반 분
산제어 시스템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온 사이버영역 기술과 물
리시스템 기술을 결합하여 융합된 기술을 의미함
-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서 컴퓨팅을 이용한 사이버세계와 물리 세계가 발전된 IT 기
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
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임

-

다수의 이종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결합되거나 연동되어 자율
적으로 임수를 수행하는 스마트 시티, 국방, 교통, 스마트그리드, 스마
트제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시스템(System of System)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로써 사회 전분에 걸쳐 광범위한 적용이 예상됨

□ CPS는

기능적으로는

연산(Computation),

통신(Communication),

제어

(Control)가 융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실시간성, 지능화, 적응성 및 예측성,
연결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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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는 대규모로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통합화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각
각의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제어 되는 대표적인 분산정보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CPS를 System of System라고 정의 할 수 있고, 이런 분산제어 시스템
의 구조이어야만,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 통
제 할 수 있음

□ CPS는 스마트공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

CPS 기술은 컴퓨팅·통신·제어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 IT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술임

-

스마트 무인기, 스마트 국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메디컬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도메인에 사용

□ CPS를 사물, 데이터, 서비스와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스마
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인식하고 이를 전
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CPS기술은 초연결사회의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한 융합기술
로써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산업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안전
한 국가를 위한 기간산업 분야의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생활양식과 사회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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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물리시스템 기술의 부상배경 및 성장요인
요인
스마트 공장
시장 성장

초연결성

초지능화

다양한 영역
확대

내용
- 산업현장에서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됨
-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고 센서, 기계 장치, 컴퓨터 등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이 실현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확산은 상호
간 네트워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PS 기술이 부상되고 있음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 무인기, 스마트 국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메디컬 등 등 다양한 영역까지 적용될 것으로 전망
- 가상물리시스템 기술은 스마트 공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요약

제품, 공정, 생산 설비 등 제조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실제 물리세계와
가상 세계의 통합 시스템으로써 제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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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요
□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CPS)은 사이버시스템 (Cyber
system)과 물리시스템 (Physical system)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통신 및 제
어 기능이 물리세계의 사물과 융합된 형태를 지칭함
-

CPS의 역할은 물리 시스템을 CPS를 통해 가상화(virtualizing)하고, 이
를 최종 목적에 맞추어 연산 처리한 다음, 그 출력값을 각각 물리 시
스템에 내보내어 목적에 따라 최적의 성능 구현 및 협업하도록 플랫
폼 역할을 함

□ CPS는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력망, 교통시스템, 공공기초시설, 건강진료 등 매우
복잡한 핵심인프라가 모두 CPS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

컴퓨팅·통신·제어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 IT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술, 스마트 무인기, 스마트 국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
토리, 스마트 메디컬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도메인에 적용됨

□ 최근 스마트팩토리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미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

스마트 제조 기술 분야는 CPS로 산업용 CPS로 산업용 기계, 제조 공
급망, 비즈니스 시스템 및 고객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 생산 절차 전
체를 모니터링‧제어해 고객맞춤형 생산 프로세스로 개선하거나 제품의
이력 추적을 향상하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

□ CPS는 스마트공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

CPS의 개념, 모델링 방법,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CPS 기술의
제조 현장 적용을 위한 다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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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기술이나 기존 시스템들과의 접목 방안에 관한 연구들
로 크게 구분됨

□ 스마트시티 분야는 CPS를 적용하여, 교통, 에너지, 기상 분야 등을 관측,
예측하여 최적의 에너지를 생성 분배 할 수 있음. 분야는 스마트빌딩, 스
마트 의료, 스마트농업, 스마트 전력 기술을 포함
-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서는 교통체계, 차량이 모두 지능화 되고 CPS기
술이 각 요소에 적용되며, 최종 CPS 산물은 자율주행 차량임

-

스마트빌딩은 CPS를 적용하여 BMS(Building Management Solution)
및 보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료분야의 경우에는 인간의 상태를 보
다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

스마트 농업의 경우에는 정밀도 높은 농업관리 시스템 실현을 위해
농작물의 건강상태, 자연 환경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

-

스마트 전력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에 적용 가능함

▲ CPS 플랫폼과 사물, 사람, 서비스간의 연계
*출처 :지식의 지평, 융합의 또 다른 이름, 사이버 물리 시스템 재인용, 2016

5

2017.07

i-PAC Issue Report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핵심기술인 CPS 기술을 통해 스마트팩토
리의 구현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SAP,
BOSCH, SIEMENS, BMW, KUKA, 독일 정보통신협회, 독일기계공업회, 독일
전기전자공업계, 프라운호퍼 등이 참여함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술부의 지원으로, 3대 프로젝트
(CyPros, KapaflexCy, ProSense)를 2015년, 1대 프로젝트(Autonomik)를
2017년까지 추진 중에 있음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과학기술아카데미에서는, 2020년까지 독
일이 CPS 주요 시장국이 되는 것으로 목표로 Agenda CPS 프로젝트
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에너지, 모빌리티, 헬스, 스마트팩토
리 등에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 미국의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ACST)는 국가 시스템 운용의 핵심기
술로 CPS를 핵심 연구 분야로 선정
-

2013년 대통령 혁신 펠로우 2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 글로벌 금
융기관들은 위탁 및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들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 중

□ 영국에서는 (Factory of the Future)라는 키워드 아래 제조업 분야의 기술
육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연합은 2007년부터 Frame Programme 7로서 CPS 및 임베디드 시
스템에 7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Frame Programme 8(HORIZON 2020)
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 추진 중임
□ 유럽 EIT ICT LABS는 ’12년부터 CPS 연구를 진행하면서 CPS 비즈니스 인
큐베이션, 표준화 아키텍처, ICT인프라 및 범유럽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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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일본재흥전략으로, ‘개혁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주행, 수
소사회, 첨단 로봇 등의 분야에서 2020년까지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목표
로 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IoT,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 대변혁에 필요한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14년
12월에 산업구조심의회 상무유통정보분과회에 ‘정보경제소위원회’를
설치

-

세계 최초의 CPS 기반의 산학연이 협력하여 'IoT추진랩‘을 2015년에
설립함

□ 중국은 산업진흥책인 제12차 5개년 계획(’11~’15) 기간에 사물인터넷 관
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에 있음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교통, 스마트물류, 스마트홈, 환경과 안전검사 측정
공업과 자동화 제어, 의료건강, 농업과 목축, 금융과 서비스, 방위산업이
10대 분야로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기술임

□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여 CPS 기술
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음
-

산업통산자원부는 2013년~2015년 구간에 총 201억 원을 투자하여
23개 과제를 지원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상기 동 기간 동안 총 116억 원을 투자하여 총 6개
과제를 지원

-

국내에서는 국가 주도로 ‘제조혁신 3.0’의 8대 기반(CPS 포함) 중심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단순 작업 노동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신기술에 따른 인력 양성에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스마트공장 1만 개 확산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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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빅데이터를 보관 및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실시간 처리를 위해 필요 네
트워크 대역폭과 시스템의 용량 확보 문제 해결이 중요함

□ CPS는 의료‧인프라‧물류뿐만 아니라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활용하기 때문
에 신뢰성‧안전성이 기본 요건으로, 즉시 적응하는 CPS가 필요함

□ CPS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며, 또한 개인 정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보안성 확보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솔루션 개발이 필수로 이뤄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 CPS에 필요한 안전과 보안의 개념
*출처 : Gartner, Innovation Insight for a Safety-Critical, Security-Critical Practi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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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동향
□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시큐리티 발전전략에 의하면 전세계 CPS 시장은
연평균 21.8% 성장하여 2020년 약 1.2조 달러로 전망되며, 국내는 연평
균 32.8% 성장으로 약 17.1조원 규모 전망함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세계 주요 국가의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업
들의 참여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CPS 통합 연동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용 네트워크 시장은 세계 시장 규모
가 2010년 25억 달러에서 2015년 67억 규모로 성장했으며, 2010년-2015
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1.7%에 이름
□ CPS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관련 시스템을
제외한 전통적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CPS 기술 적용 시장 중 산업/제조 분야에서는 산업용 임베디드 시스템이
결합된 CPS로 기술적 진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른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
행될 전망이며, CPS 기반의 지능형 제조 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4.4%의
성장률로 2019년 약 2,252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 국내 CPS 시장은 2015년 약 4.1조 원에서 2020년 약 17.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CPS 관련 기술은 대부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교 등 연구
소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 통신 및 연동 미들웨어 기반이 구축될 경우 CPS 간의 통합
연동이 촉진됨으로써 전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하나의 시스템에서 범용 및 실시간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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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제조·생산 분야에 CPS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산업 및 운송·물류, 헬스케어·의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CPS 기술은 개별 기업을 통한 적용 도메인 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퀄컴은 유량분배시스템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효
과적으로 가정과 산업에 물을 공급 하는 기술을 개발

-

퀄컴과 혼다는 CPS기술을 이용해 보행자와 자동차 존재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Vehicleto-Pedestrian CPS Safety Concept”를 개발

-

지멘스(Siemens)는 Siemens PLM Software PLM(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 MOM(제조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

-

IBM은 시스템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실시간 또는 임베디
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작성 테스트 문서화 할 수 있는 Rational
Rhapsody를 개발함

□ CPS를 적용한 스마트공장의 핵심 요소기술인 생산설비(PLC), 센서, 기반
SW 등의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고 있음
-

PLC 제품은 LS산전과 같은 전문기업의 활동으로 약 33%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의 솔루션은 삼성 SDS, LG CNS 등의 대기업이 해외 기술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꾸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 국내에서는 자동차(현대기아자동차), 항공기(한국항공우주산업), 가전(삼성
전자, LG전자) 등 도메인에 특화된 무인시스템 기술 개발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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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동향분석

1) 가상물리시스템(CPS) 기술의 특허분석 결과

[가상물리시스템 기술의 연도/나라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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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관련 특허가 출원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7년
까지의 특허는 총 581건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
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출원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됨을 고려한다면 2016년도 이후에는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고 있으
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전체 581건 중 미국에서 307건이 출원되어 미국이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관련 특허 출원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급격한 출원활동 증가 추세가 나타나
고 있음
-

미국의 출원은 전체 출원 581건 중 절반 이상인 307건(53%)을 차지
하고 있으며, 한국의 출원은 142건(24%)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경
우 2012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함

□ 일본의 경우 95건이 출원되어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
로 한국과 매우 유사한 출원동향이 나타나고 있음. 유럽의 경우 37건이
출원되어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출원인 국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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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81건 특허에 대해 출원인 국적을 살펴본 결과 미국 국적의 출원인
특허가 303건으로 52%의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한국이 110
건(19%), 일본이 48건(8%), 독일이 29건(5%), 핀란드가 23건으로 4%의
비중을 차지함. 출원 수와 출원인 수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바, 가상물리시스템 관련 기술개발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

□ 6%를 차지한 기타 국적 출원인들은 총 36건을 출원하였으며, 영국, 네덜
란드, 프랑스, 홍콩, 스웨덴, 오스트리아, 대만,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나타남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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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출원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581건 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206건(67%)을 차지하여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3%(101건)를 차지한 해외
출원 국적으로는 독일, 한국, 핀란드가 각각 20건(20%), 오스트리아
6건(6%), 일본 5건(6%)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전체 142건이 출원되어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87건으로 61%를 차지하여 해외출원인에 의한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출원인의 출원 국적으로는
미국이 40건(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등이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전체 95건 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55건(58%)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외국 출원국가로는 미국(44건),
프랑스(7건), 인도(2건), 독일(2건) 등이 있음

□ 유럽의 경우 전체 37건의 관련 특허 중 유럽인의 출원이 14건(38%)으로
나타나 비유럽인에 의한 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비유럽 출원국가로는 미국(13건), 한국(3건), 인도(2건), 일본(2건)
등이 있음

□ 가상물리시스템

관련

기술은

전체

581건

중

미국에

의한

출원이

307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자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활발한 출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국
내에 외국인 출원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규모
측면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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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 내/외국인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9년까지는 외국인
출원과

내국인

출원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 내국인 중심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특허의 경우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
까지는

내국인에

의한

출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13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최근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출원비율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201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0년 이후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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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로 본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분야의 위치]
1. 분석 구간 : ‘00~’03, ‘04~’06, ‘07~’09, ‘10~’12, ‘13~’15 (출원년도)
2. X축 : 출원인수, Y축 : 출원건수

□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 위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출원인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출원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발전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발전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4구간에서 5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출원인수와 출원건수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전체
기술개발 활동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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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가상물리시스템 기술개발 초기부터 정부 주도아래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1차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가상물리시스템을 적용
하여 R&D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1구간에서 5구간까지 발전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

다만

2구간에서

3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출원인수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출원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함
-

한국의 경우 해외 선진국가들처럼 정부 혹은 민간 기관에 의한 가상
물리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의
해 R&D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준임

□ 일본의 경우 1구간에서 2구간까지는 출원인수와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3구간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4~5구간에서
다시 발전기 단계를 나타냄
-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제조 산업에 가상물리시
스템 적용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 하의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전체 출원건수는 적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발전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5구간으로 넘어가며 출원인수와 출원건수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남
□ 각 나라들의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전체적으로 발전기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물리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교통, 물류,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기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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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원인 현황]

□ 가상물리시스템 기술 분야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결과, 한국 국적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49건을 출원하여 최다출원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핀란드의 NOKIA SOLUTIONS와 독일 국적의 SIEMENS가 각각 21건을
출원하여 차상위출원인으로 도출됨. 상위 15개의 주요출원인 분석 결과
주로 전자/통신 분야 대기업들로 나타남
□ 주요출원인들의 국적으로는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의 출원인이 3개, 일본과 독일 국적
출원인이 각각 2개, 그밖에 핀란드, 인도 국적의 출원인들이 나타남

□ 최다출원인으로 도출된 한국 국적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상물리시스템
기술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기술분야에 대해 2013년 11건, 2014년 13건을 출원하여 활발한
출원활동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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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별 분포 현황]

□ IPC별 출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G06F),
디지털 정보의 전송(H04L), 무선통신네트워크(H04W),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접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접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G06Q),
전송(H04B), 제어계 또는 조정계 일반; 이와 같은 계의 기능요소; 이와
같은 계 또는 요소의 감시 또는 시험장치(G05B), 특정 계산모델 방식의
컴퓨터시스템(G06N) 분야의 출원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IPC별 출원현황]
IPC

기술분야

출원건수

출원비중

G06F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

280

48.2%

H04L

디지털 정보의 전송

102

17.6%

H04W

무선통신네트워크

39

6.7%

31

5.3%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G06Q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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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B
G05B

전송
제어계 또는 조정계 일반; 이와 같은 계의 기능요소; 이와
같은 계 또는 요소의 감시 또는 시험장치

17

2.9%

17

2.9%

G06N

특정 계산모델 방식의 컴퓨터시스템

12

2.1%

H04N

화상통신, 예. 텔레비젼

6

1.0%

A61B

진단; 수술; 개인 식별

6

1.0%

□ 주로 디지털 데이터 처리, 디지털 정보의 전송, 무선통신네트워크에 관한
IPC에

속하는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제어,

조정,

감시장치,

컴퓨터시스템 IPC에 분류되는 특허 또한 다수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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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사례
□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관련 기술은 산업용 디바이스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 기술(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등), 센서기술,
센서의 컨트롤 기술, M2M기술, 보안기술 등 수많은 기술이 융합된 복합
기술로서,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기반(스마트 팩토리)
분야로의 적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

□ 관련 특허분쟁은 Rockwell Automation이 독일 Wago를 상대로 6건의 미
국특허를 기초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Oracle이 Lodsys란 특허괴물
과 분쟁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가상물리시스템 관련 핵심기술은 최근 개
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고, 가상물리시스템이 가장 먼저 적용된 스마
트 제조기반 산업의 경우 특허분쟁의 주 무대인 미국이 생산 기반이 약
한 이유로 특허분쟁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 Rockwell Automation은 독일 Wago를 상대로 I/O 제어기 분야에 대해 특
허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Oracle과 Lodsys는 소프트웨어/플랫폼 분야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함

1. ROCKWELL AUTOMATION, INC. ET AL V. WAGO CORPORATION ET AL
ROCKWELL AUTOMATION

소송번호

3:10-CV-00718

원고명

소송제기일

2010-11-16

피고명

소송원인

35:271 PATENT INFRINGEMENT

법원명

WESTERN DISTRICT OF WISCONSIN

TECHNOLOGIES
WAGO, WAGO KONTAKTTECHNIK

U.S. Pat. No. 6745232
관련특허정보

- Strobed synchronization providing diagnostics in a distribu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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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 No. 6745090
- Page back system and method for remote paging in a control
system
U.S. Pat. No. 6801813
- Method for consistent storage of data in an industrial controller
U.S. Pat. No. 7123974
- System and methodology providing audit recording and tracking in
real time industrial controller environment
U.S. Pat. No. 7058461
- Page back system and method for remote paging in a control
system
U.S. Pat. No. 7065415
- Method for consistent storage of data in an industrial controller

2. ORACLE AMERICA INC V. LODSYS GROUP LLC ET AL
소송번호

2:12-CV-00550

원고명

ORACLE INTERNATIONAL

소송제기일

2012-06-01

피고명

LODSYS GROUP

소송원인

28:2201 DECLARATORY JUDGMENT

법원명

EASTERN DISTRICT OF WISCONSIN
U.S. Pat. No. 5999908
- Customer-based product design module
U.S. Pat. No. 7133834
- Product value information interchange server

관련특허정보

U.S. Pat. No. 7222078
- Methods and systems for gathering information from units of a
commodity across a network
U.S. Pat. No. 7620565
- Customer-based product design module
출처 : IP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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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물리시스템 기술은 최근 유럽과 미국의 민간 기업들, 정부의 지원 정
책 등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민간, 정부
차원의 R&D 투자는 부족하지만 연구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아직은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로 상용화 까지는 다소 시간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가상물리시스템의 적용 가능 범위가 교통, 의
료, 군수, 제조기반, 물류 등 매우 넓은 만큼 향후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쟁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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