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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특허 동향 분석     

 Analysis on Patent Trends for Portable Softwar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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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의 성공을 토대로 기존의 공개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사용하고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

술이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특정 서버에 의한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 휴대하면서 어떠한 단말기

에서도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형 소

프트웨어 플랫폼 관련 기술은 아직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 분야로서 

SaaS, 웹, 이동형 소프트웨어라는 세 가지 기술 키워드를 토대로 접근할 수 있다. 본 고

에서는 웹 서비스, 온디맨드 컴퓨팅 등과 같은 기존의 서버 중심 기술 외에도 위의 세 

가지 키워드를 포괄하도록 여덟 가지 세부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특허를 검색한 후 국

가,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을 연도별 추이와 함께 정리한 후, 세부기술 분

야별 동향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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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은 특정 벤더의 OS 및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의 종속성을 탈피하여 표준 기

반의 웹 플랫폼 중심의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

기에 기존 방식과 달리 소프트웨어를 일종의 서비스

로 취급하는 SaaS 개념이 가세하여 기존 소프트웨

어 유통 및 배포 방식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있

다((그림 1) 참조)[1]. 여기서 SaaS는 기존의 소프

트웨어 배포 방식을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

로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의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작업을 단순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중앙 집중적인 구

조의 서버에 저장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이

를 사용자의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 직접 제작하

고 관리하는 이동형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이슈가 되

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

로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패러다임

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현재 연구 개발되

거나 시장에 등장한 기술을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특허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한다. 

Ⅱ. 기술개요 및 분류 

본 고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이동형 소프트웨어는 

기존 소프트웨어에 이동성을 지원하는 분야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개인 맞춤 서비스 측면에서 기술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이동성을 지원하는 분야는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이동형 소프트웨어로 변환하

기 위한 기술과 이동형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이동형 소프트웨어를 보

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이동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 가능한 대표적

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나열될 수 있다. 

 

관리 비용 
감소 

인스톨 
불필요 

패키지 SW 온라인 서비스 

SOD Server 

Client PCClient PC 

PC마다 설치 서버에서 중앙공급 

불법 복제 
방지 

(그림 1)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표 1> 이동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분류 및 정의 

기술분류 정의 

워크벤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초보자도 쉽게 소프트웨어 및 UCC를 사용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 UI 기술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 엔진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을 가상화하여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임의의 컴
퓨팅 단말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는 기술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코드  
포맷 변환기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 엔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실행코드 포맷 기술 

브라우저기반 소프트웨어 
실행엔진 

기존 데스크톱용 소프트웨어 방식을 대체할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 관련 기술

주문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온디맨드 컴퓨팅(on-demand computing), SaaS 등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방식의 소프트웨어 
유통 및 인프라 기술 

가상 컴퓨팅 플랫폼 가상화를 통한 서버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SaaS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가상화 기술 

Saas 서버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자동 시험 환경과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과 같은 간접적으로 주문형 소
프트웨어 및 가상 컴퓨팅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술 

프로파일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별도의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패턴과 성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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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환경 이동성 지원 서비스: USB 메모리 및 

외장형 HD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사

용자의 개인 자료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작

업 환경을 저장하여 언제 어떤 컴퓨터에서든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환

경의 이동성 지원 

② 공개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확대 지원 서비스: 사

용자와 개발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서비스망을 

제공하여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지원 

③ 고급 UCC 제작 환경 지원 서비스: 누구나 손

쉽게 고품질의 UCC를 제작하고 유통하기 위

한 환경 지원 

④ 개인 맞춤형 작업환경 제공 서비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용 패턴, 자주 방문하

는 웹사이트, 검색 키워드, 개인 정보 등이 담

긴 프로파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환경 지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요소 기술을 <표 1>과 같이 

여덟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Ⅲ. 거시적 동향 분석 

1. 연도별/국가별 출원 동향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국가별 출원건수

는 미국이 301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여 가

장 많고, 일본 216건(29.3%), 한국 140건(19%), 유

럽 85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연도

별/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점유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 3)의 연도별/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

술에 대한 첫 특허출원은 1986년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특허활동이 활발

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특허출원은 급격한 성장률

을 보이며 2001년에 가장 많은 특허 출원건수를 보

이고 있다. 2002년에 특허 출원이 조금 감소하였으

나 200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허제도의 특성상 미공개건이 분석대상에 반영되

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2006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

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출원 동향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2000

년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

나, 미국은 2001년을 기점으로 출원이 감소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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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포트폴리오로 본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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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3년과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한

국은 2000년 1차 정점 출원이 감소하였으나 증감을 

반복하여 최근 들어 특허출원이 활발해지고 있고, 

유럽은 미국의 특허출원 증감여부에 따라 출원양상

이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출원건수는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감소하겠지만, 한국은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출원건수와 출원인 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통

해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포트폴리

오를 분석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단위년도(5년)를 구분하여 기술의 위

치를 분석한 결과 기술이 출원건수 및 출원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술적 발전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술분야별 특허 동향 

<표 2>는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기술분야별 분류에 따른 각국의 특허출원 현황을 나

타낸다.  

프로파일기반 개인맞춤형 서비스 기술분야가 280

건으로 37.4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주문형 소프

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기술분야가 170건으로 22. 

73%, 브라우저기반 소프트웨어 실행엔진 기술분야

와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분야

가 각각 78건(10.43%), 85건(11.36%) 순이었다. 

3.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하여 

출원한 특허의 주요 출원인의 출원 현황 및 점유 현

 
<표 2> 기술분류별 특허출원건수 

기술분야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합계 

워크벤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2 6 13 1 22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 엔진 18 3 4 1 26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코드 포맷 변환기 4 5 2 - 11 

브라우저기반 소프트웨어 실행엔진 20 27 29 2 78 

주문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50 61 30 29 170 

가상 컴퓨팅 플랫폼 16 1 7 10 34 

자동 시험환경 기술 26 13 2 1 42 
서버 관련 기술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서비스 35 27 19 4 85 

프로파일기반 개인맞춤형 서비스 130 73 38 39 280 

합계 301 216 144 87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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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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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Microsoft가 43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으며, 

IBM 38건, 일본의 NTT와 NEC가 각각 28건과 26

건을 출원하였으며, 한국의 ETRI가 24건을 출원하

였다.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

보면 미국국적의 출원인으로는 Microsoft, IBM, 

Hewlett Packard가 있었고, 일본국적의 출원인으

로는 NTT, NEC, Hitachi, Fuji Xerox, Sony, Fu-

jitsu가 있었으며, 한국국적의 출원인으로는 ETRI가 

있었고, 상위 10위에 랭크되지 못한 LG, Samsung, 

NHN, ㈜소프트온넷 등이 있었다. 

출원국가별 출원인 현황을 분석한 <표 3>을 살

펴보면, 미국국적 기업인 Microsoft가 타국가에 특

허출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의 Fuji Xerox와 Hitachi는 미국시장 진출에 노

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국적 출원인들

의 해외 활동도는 극히 미약하였으며, ㈜소프트온넷

이 미국과 일본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었다[2],[3]. 

Ⅳ. 심층적 동향 분석 

(그림 5)는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나타

낸다. 본 단원에서는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세부기술 분야별 특허 동향 및 현황과 각 기

 
<표 3> 출원국가별 주요출원인 현황 

순위 미국 건수 일본 건수 한국 건수 유럽 건수

1 IBM 30 NEC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 Microsoft 8 

2 Microsoft 25 NTT 26 LG 7 Alcatel 6 

3 AppStream 8 Hitachi 18 Samsung 7 Infortrend Tech. 4 

4 Philips Elec. 5 Toshiba 10 엔에이치엔㈜ 4 Siemens 4 

5 Hitachi 5 Fuji Xerox 10 Microsoft 4 Sony 4 

6 Fuji Xerox 5 Fujitsu 10 IBM 4 Hewlett Packard 3 

7 Ask Jeeves 4 Hewlett Packard 8 ㈜소프트온넷 4 AT&T 3 

8 Hewlett Packard 4 Sony 7 SK텔레콤 3 Matsushita 3 

9 Sun Microsystems 4 Ricoh 6 Intel 3 France Telecom 2 

10 Canon 4 Microsoft 6 ㈜라스트원 2 Noki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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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별 핵심특허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워크벤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5) 및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워크

벤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허 출원이 저조한 편이다. 워크벤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1998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 가장 많은 11건을 출원한 뒤 감소하였

으나 연평균 3.14건 정도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Microsoft와 LG가 각 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

하였으며, 다른 분야의 기술에 비해 한국국적 출원

인이 많이 분포되어 한국이 이 기술에 대한 집중도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 엔진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 엔진 기술의 특허출원 

동향은 1998년 첫 출원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 

6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된 뒤, 감소 후 다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인별 현황은 한국의 ㈜

소프트온넷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처럼 사용자

의 컴퓨터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

게 해주는 기술과 온디맨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의 

서비스 제공 과정,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 설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였다가 

서비스가 끝나면 다시 복원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4

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을 하고 있으며, IBM이 3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가상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행시키는 

기술에 대하여 AppStream이 2건을 출원하였다

[3]-[6]. 

3.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코드 포맷 변환기 

이동형 소프트웨어 실행코드 포맷 변환기 기술은 

1988년에 1건, 1992년 2건, 1994년과 1999년 각 

1건 및 최근까지 1~2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나, 

그 현황이 타 기술에 비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출

원인을 살펴보면 가상화 솔루션 제조업체인 Store-

Age Networking과 IBM이 각 2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 2004년에는 한국에서 소

프트웨어 원격 설치방법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다

[7]-[9]. 

4. 브라우저기반 소프트웨어 

브라우저기반 소프트웨어 실행 엔진기술의 출원 

동향은 1997년 3건의 출원을 시작으로 1999년부

터 출원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 가장 많

은 18건을 출원하여 출원이 급격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에는 2003년도

의 50%에도 못미치는 8건이 출원된 점과 2006년

도에 2건이 출원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본 기술의 

출원경향은 감소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

히 미국과 일본의 출원 감소가 확연한 반면 한국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원인 현황

은 미국의 IBM과 Microsoft가 4건, 일본의 NEC, 

Hitachi,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이 각 3

건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나다의 MOBILEQ COM사의 웹기반 애플리케

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한 미국특허는 해외출원 활동에 의한 시장점유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Web OS 기술이 1990년대 중

반부터 실질적 출원이 시작되어 한국의 라스트원과 

그레텍이 2000년 이후로 관련분야에 특허를 출원

하였다[10],[11]. 

5. 주문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기술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기술에 비해 주

문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기술의 출원 동향은 

1986년에 첫 출원되었으나 1996년부터 출원이 증

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17건을 출원한 후로 주

춤하였으나 2003년에 가장 많은 26건이 출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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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23건이 출원되는 점으로 미루어 출원활

동이 활발한 기술분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은 

증가 추세인 반면 일본과 유럽은 감소하고 있고, 출

원인으로는 일본의 NTT가 18건으로 가장 많이 출

원하였고, 미국의 Microsoft와 한국의 한국전자통

신연구원이 17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문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 기술의 특

허 기술은 서버에 의한 시스템 활용, 이미지 전송 등

에 대한 인증 관련 특허의 출원이 주류를 이루다가 

온라인을 활용한 가상 서비스 등 가상의 공간이나 

클라이언트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최근 등장하였다[12]. 

6. 가상 컴퓨팅 플랫폼 

가상 컴퓨팅 플랫폼 기술은 2000년도부터 출원

되기 시작하여 5건 미만의 저조한 출원 동향을 보이

다가 2006년 24건을 출원하여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 이유는 유럽을 제외한 미국, 한국, 일본에서의 특

허 출원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구체적으로는 대만 

기업인 Infortrend Technology가 7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았고, Intel과 IBM이 각 4건을 출원하였다. 

특히 Fujitsu(일본), Hitachi(일본), IBM(미국) 등 

미국과 일본의 선진기업에 의한 주도로 가상 머신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1980년

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는 자율컴퓨팅 기술, 최근

에는 configuration, management, optimization의 

self화 기술과 관련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또 

IBM과 EMC는 해외활동도가 높아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IBM은 네트워크 서버 컴퓨

팅 디바이스와 관리 서버 디바이스 기술을, EMC는 

리소스 그룹의 가상 머신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에 대하여 출원하였다[13],[14]. 

7. SaaS 서버 관련 기술 

SaaS 서버 관련 기술은 자동 시험 환경 기술과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을 중심

으로 검색하였으며, 서버 관련 기술에 대한 총 127

건 중 자동 시험 환경 기술이 42건(33.1%), 지식 기

반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이 85건(66.9%)

을 차지했다.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은 1986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까지 10건 이상 꾸준히 출원되었으나, 자동 시

험환경 기술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출

원되기 시작하여 2001년 10건을 출원한 후로 감소 

추세에 있다. 출원인으로는 NEC, Canon, Hitachi, 

Toshiba 등과 같은 일본 기업이 많았으며, 미국의 

IBM, Hewlett-Packard, 한국의 삼성과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등이 있다. NEC와 Toshiba, Hewlett-

Packard는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서비스 

기술을 중점적으로 출원하였으며[15], IBM, Canon

은 자동 시험 환경 기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자동시험환경기술과 관련하여 출원된 

특허는 로드테스팅 소프트웨어의 애플리케이션 방

법에 대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의 Rational 

소프트웨어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6]. 

8. 프로파일기반 개인맞춤형 서비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파일기반 개인맞

춤형 서비스 기술 분야는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

웨어 기술의 세부기술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특허 

출원(280건, 37.4%)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이다. 특

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1년에 첫 출원을 시작

으로 1997년부터 출원이 급격히 성장하여 2001년

에 가장 많은 50건이 출원되었고, 2004년에 45건

을 출원한 후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연평균 27.3건

(1997년~2006년)의 높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의 미공개 데이터를 고려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은 2005년까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 출

원동향을 유지하거나 약간 감소하겠으나, 일본과 유

럽은 눈에 띄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Microsof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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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IBM 12건, Fuji 10건, Sony 9건, NTT 8건 

순이었다. 그 중 한국기업인 ㈜에어아이는 2000년

도에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유무선 인터넷망으로 연동하여 개인 맞춤 퓨전사이

트에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개인맞춤

서비스 방법에 관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였다[17]. 

Ⅴ. 결론 및 향후 전망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은 공개 소프

트웨어의 보급 확대와 고품질의 UCC 및 소프트웨

어 창작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개인 맞춤 소프트웨어 사무

환경인 YouFree 플랫폼과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프

트웨어 기술의 관리 작업을 단순화하여 소프트웨어

를 서비스화 하기 위한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

어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 동향 및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적 특허분석을 실시하였다. 

SaaS 기반 이동형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하여 

출원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특허의 출원이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출원인으로는 미국의 Microsoft와 IBM, 

일본의 NTT, NEC,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대표적인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은 기초연구 개발보

다는 기술의 상용화ㆍ제품화에 대한 노력이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 및 해외 특허

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약 어 정 리 

NTT  Nippon Telegraph Telephone 

SaaS  Software as a Service 

UCC  User Creat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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