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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hase change material-related patents filed at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KIPI) and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we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PCM's technological level of Korea and pro-
viding th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research development policy concerned with high technology fibers. Patent
data from 1980 to 2005 collected from KIPI and USPTO internet sites were examined using the number of patents and
share of assignees in patents. The contents of patent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nd assignee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and firm/public body. The results of comparing total number of patents in USA
with that in Korea showed USA had as 2.3 times as Korea had. The number of patents of USA had increased steadily since
1980 whereas that of Korea sharply since 2001. The number of patents of Korea from 2001 to 2005 was more than that
of USA. USA was specialized in fundamental technology and Korea was specialized in application area with PCM. Assign-
ees who had the most patents were firms and the next were individuals. Assignees who applied for several patents were
more in USA than in Korea and patent application numbers per the assignees were higher fo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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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사회를 언급할 때 우리는 지식기반 사회 또는 정보화 기

술사회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이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빠르고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곧 소유자의 재산임과 동시에 경쟁력이며, 나아가 국가

의 경쟁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기술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이를 재산으로 보호하고자 하며 이런 의미에서 특허

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

로 미래 동력산업, 차세대 주력 산업이라는 이름 하에 미래 산

업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미래기술발전의 계획을 구체화하

는 등 정부주도형 과학 및 기술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

럼 미래 기술 계획 수립시 실효성있고 정확한 정책개발을 위해

서는 현 산업과 기술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산업 및 기술의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특허

정보이다. 

근대 이후 한국의 성장동력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은 저임금

국가들의 가격경쟁 우위와 선진국들의 고품질 경쟁우위의 사이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고기능성 첨단소재섬유 개

발을 통해 섬유산업을 정보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상변화물질, 형상

기억물질, 나노섬유, 전도성직물 등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

고 있는 주요 고기능성 첨단소재 섬유들이다. 

그 중에서도 상변화관련 물질 분야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축열보온성 의류제품으로 상품화되어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변화물질 관련 기술

의 파악은 축열보온성 제품 및 고기능성 섬유 관련 기술정도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 물질 관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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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보를 분석해보면 기술 변화 및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앞선 미국의 상변화물질 관련 특

허현황을 조사하여 두 나라간의 특허 현황을 비교해보면 두 나

라의 기술력 차이를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흐

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즘과 같이 한국 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와같은 분석

은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하

며 국내 기술 혁신 현황을 알게 하여 새로운 연구개발 정책을

입안 또는 평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변화물질 관련 국내 기술현황을

설명하고 축열보온성 섬유 및 고기능성 섬유 관련 연구개발정

책을 입안하거나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198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및 미국에 출원공개 및 등록된 섬유제품 관

련 상변화물질 특허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첫째, 한국과 미국의

상변화물질 특허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기술개발 흐름을 파악

하며 둘째, 출원된 주요출원인에 대한 특허통계를 통해 기업의

산업기술개발 정보자료 및 경영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셋째,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특허분석이라는 용어는 1960년을 전후하여 특허에 관한 통

계정보를 경제학적 척도로 사용해오던 미국에서 연구과제로 다

루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IBM사, GM사 등 대기업에서 특

허분석을 통해 신기술 개발전략을 수립하였으며 1971년에는 미

국의 특허상표청에 기술예측지원팀을 신설하여 정책개발을 위

한 특허분석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도 통계정보를 경제학적 척도로 사용하다가 1963년 영국의

Derwent사에서 세계 특허를 찾을 수 있는 WPI(World Patent

Index)를 발행하여 보급하였고 1970년부터 이 자료를 전자문서

로 만들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일본에

서는 1968년부터 일본특허청에서 발행한 ‘내일을 밝히는 특허’

에 게재된 전문가의 조사와 도표에 의해 제시된 특허를 통해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1997년부터는 분야별 기술과

제를 선정하여 매년 특허지도 시리즈를 발행하여 기업체에 배

포하고 있다(고병열, 2002). 또한 OECD도 매년 회원국과 비회

원국의 특허 데이타베이스와 기술의 최근동향을 나타내는 특허

지표들을 발표해오고 있다(OECD, 2005). 

특허정보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

다. Griliches(1990)는 특허가 기술변화과정 분석을 위한 독보

적인 자료이며 얻을 수 있는 자료의 양, 접근용이성, 기구 또

는 기술에 관한 세밀한 설명 측면에서 이에 필적할 만한 자료

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OECD(2004)에 의하면 국제 특허는

혁신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이고 혁신성을 추구하는 국

제 경쟁 속에서 성공이라는 양식을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요

소라고 하였다. 

특허정보와 관련된 연구는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려는 경

우, 연구개발의 척도로 보는 경우,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생각한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해석하려는 연

구는 Schmookler(1966)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800년부터

1957년 사이의 특허건수와 이를 통해 개발된 상품 건수와의 상

관분석을 통해 특허된 발명의 50%가 상업적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여 특허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그 이후

로도 경제학자들은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들을 진

행하였다. 정진승(1986)은 특허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

으며, 이용(1989)도 특허를 이용한 계량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를 하였다. 고병열(2002)은 기술의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겨 기

업 활동 지원용 특허정보 분석기법을 설명하였으며, 최근에는

특허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측정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어 기술

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현병환, 1999)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를 연구개발의 척도로 여기는 선행연구들로는 Brownyn

et al.(1986), Griliches(1990)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특허출원

은 연구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윤문섭(1996)과 권용수·

박병무(2000)는 특허지표의 활용방법과 특허를 이용한 과학기

술력지수를 개발 하였다. 민병육(2005)은 신섬유산업과 관련된

특허통계를 이용하여 한국 섬유산업의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박동현 외(1998)은 국내 특허통계를 이용하

여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원전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또한 특허가 국가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입장에서 실시된 연

구들 가운데 Michael et al.(1998) 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보건, 첨단소재, 자동차, 정보기술, 특송의 5개 분야로 나누고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타국과 비교한 경쟁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미국과학재단(NSF, 2006)은 격년으로 발행하는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에 특허관련 내용을 실고

있다. Trajtenberg(1999)는 미국내 이스라엘 특허를 조사하여 이

스라엘의 기술개발능력을 확인한 바 있으며, Narin et al.(2000)

은 특허를 이용하여 호주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서도 민응식(1988), 왕윤종(1993), 이상철(1997) 등이 다른 변

수들과 함께 미국특허 통계 또는 국내특허출원 및 등록통계를

이용하여 제약산업, 국제화, 기술경쟁력, 화학산업의 발전 등을

설명하였다. 설재훈(1999)도 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석을 통해 한

국의 특허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정성창·이근

(2001)은 특허를 이용하여 한국과 대만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

석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 본 연구에 사용된 특허는 한국특허청의 산하기관

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검색사이트인 특허기술정

보센터(http://www.kipris.or.kr/)에서 특허정보검색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한국의 관련특허는 2005년까지 공개된 특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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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물질, 상변환물질, 상전이물질, 상변이물질, phase change

material들의 용어를 기재하여 검색된 특허 중 거절된 내용과

취하된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등록 또는 공개된 내용만을 분석

에 이용하였다. 미국통계자료는 미국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인 http://www.uspto.gov에서 등록특허공보와 한국의

Kipris사이트에서 해외특허검색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그 중

섬유산업 관련 내용만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도가 전자 또는 전

기기기 관련 제품을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거나 냉온저장용기

또는 냉난방 장치, 열교환기기, 건축용 보온단열재, 섬유를 포

함시키지 않은 채 냉온찜질을 위한 의료용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거나 보온 단

열재로 사용된 경우라도 섬유제품과 관련된 경우는 포함하였다.

미국 자료의 경우 특허 등록되기 전 공개된 자료와 등록된 자

료가 동시에 검색되는 경우 공개되었던 자료는 제외시키고 등

록된 것만을 포함하였다. 

분석범위 : 198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며 국내 및 미국에 출원 공개된 공개특허와 등록특허를 대상으

로 하여 특허건수와 점유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허분류 : 출원내용은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을 분류

하기 위해 상변화물질관련 부분과 제품에 응용, 개발한 부분으

로 나누어 보았다. IPC코드는 점층적으로 세분화되는 계층적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예를 들어 셔닐사(chenille)의 경우

에는 다음 Table 1과 같은 IPC코드를 갖는다. 따라서 셔닐사는

직물, 사(絲)와 같은 섬유지류에 속하고 그 중 사에 속하며 사

의 특징적인 모습에서는 장식사와 같은 분류에 속한다는 것이

다.

분석구간 :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를 분석범위로 잡았으며 1980~1985년, 1986~1990년, 1991~

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으로 5년 단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주체구분 : 출원인을 연구주체로 보고 기업, 개인, 연구

소(공공연구소 및 사설연구소), 대학, 정부로 나누어 분류하였

다. 

4. 결과 및 고찰

4.1. 전체 특허출원 건수와 구간별 특허출원 건수

198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상변화물질 관련 특

허 중 섬유제품과 관련된 전체 특허 출원건수를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한국의 경우 상변화물질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307개가 검색되었으며 그 중 전자 및 전기기기용도로 사용된

경우(상변화기억소자, 냉장고, 냉방장치와 난방장치, 축열기기,

열교환기, 광디스크, 저장고, 관리시스템, 고밀도정보기록, 메모

리소자), 휴대용발열체, 페인트조성물, 건축자재, 찜질용 팩들은

모두 제외하였고 중복된 것, 거절된 것, 취하한 것 등을 제외

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는 62개가 검

색되어 전체 특허의 2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총 2226개가 상변화물질과 관련된 특허로 검색되었으

며 그 중 물질 합성과 섬유제품과 관련된 것은 143개인 것으

로 나타나 6.4%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비해 상변화물질 관련 특허 중 섬유관련 특허의 점유율은 낮았

으며, 한국에 비해 2.3배에 해당하는 섬유관련 특허를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허 출원건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특

허출원일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기간 중 최초의 상변화물

질 관련 특허를 보면 한국의 경우 1984년에 상변화물질을 밀

봉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합성수지재료를 회전 성형하여 제

조한 콘테이너에 관하여  ‘The Dow Chemical Co.’가 특허출

원한 ‘열에너지 저장물질용 콘테이너’를 기점으로 상변물질 관

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했으며 사람이 착용하는 섬유제품 특

허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4일에 ‘김종각’이 출원한 헬멧 내

측에 상변화물질을 침투시킨 직물을 이용하여 쿠션재를 감싸서

Table 1. Example of IPC symbol: D02G 3/42 for Chernile

Section Class Subclass Main Group Subgroup

Mark A~H a two-digit number  a capital letter a one-to three digit 

number

 a number of at least two 

digits other than 00

Total Number 8 120 623 6923 67634

Example; Chernile D:Textiles; Paper 02:yarns G: crimping or curling fibers 

filaments, yarns or threads

3:yarns or threads, e.g. 

fancy yarns

42:chernile

Fig. 1.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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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자가 쾌적한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게 하기위한 ‘오토바이

용 헬멧’을 시작으로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

국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상

변화물질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최초의 것

은 1980년 3월 14일에 Wasserman K. J.가 출원한 ‘Coupled

toroidal solar collector’로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태양열

집열기에 관한 것으로 부가적인 축열 능력을 위해 상변화물질

을 사용한 특허였고, 1987년 5월 29일에 미국농무성이 특허출

원한 ‘온도조절섬유와 그 제조법’이 섬유부분에서는 최초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한국의 경우 2000년까지 출원된 특허가 총

4개로 특허출원이 매우 저조하여 미국과 상당히 큰 격차를 나

타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01

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원된 특허는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의 경우 점차적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한 반면에 한

국은 2001년 이후 급격하게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한국의 특허출원이 상변화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도 크게 증가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특허 전체건수를 보면 1995년을 기

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감소하였고 다시

1999년을 지나 2000년이 되면서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과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업, 연구소, 정부 등에서도 특

허출원을 하도록 연구자들을 독려하여 특허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섬유산업분야에서는 1990년 이후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적으로 투자와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1년 정

부차원에서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스마트섬유 등 새로운

섬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민병육, 2005)

새로운 관심을 끄는 스마트섬유중의 하나인 축열 보온소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상변화물질 관련 출원수도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특허건수를 보면 2000년부터 2002

년 사이 미국의 특허출원 수는 감소하였고 연평균 특허성장율

도 감소추세에 있다(OECD, 2004). 따라서 미국의 전체적인 특

허출원건수 감소도 미국이 한국에 비해 2001년부터 2005년 사

이에 특허가 작은 이유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4.2. 기술별 특허출원 건수

기술별 특허출원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특허분류 코드인 IPC

코드에 따라 출원된 특허들을 분류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IPC코드는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A는 생활필

수품, B는 분리/혼합, C는 화학/야금, D는 섬유/지류, F는 기계

공학/조명/가열/무기/폭파, G는 물리학, H는 전기와 관련된 특

허들이다. 그림에서 보면 상변화물질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은 A, B, C, D에만 특

허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그 외에도 F, H와 G섹션에도 특허를

출원한 것을 볼 수 있어 미국의 경우가 한국의 경우보다 더

적용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에 생활필수품 부문에서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섬유/지류부분, 화학/야금, 분리/혼합과

Fig. 2. Changes of PCM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textile products.

Fig. 3.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of Korea. 

(자료출처:http://www.kipo.go.kr/kpo/kor/ip_info/stat.jsp?catmenu=m04

_05_01). Fig. 4. Patent classification by IPC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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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부분에서 특허가 출원되었는데 반해 미국은 물질의 분

리혼합과 관련된 부분의 특허가 가장 많았으며 화학야금, 생활

필수품 부분으로 특허가 출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한국의 경우 상변화물질의 적용범위가 미국에 비

해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물품에 적용하는 응용기술 분야의 기

술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은 응용기술에 적용을 위한

기초기술 관련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IPC코드에 따른 분류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세

부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같은 섹션안에서도 용도가 다양하

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IPC 코드 A는 생활필수품 관련 특허

인데 서브섹션으로 나누어 A61F는 의학, 수의학, 위생학 관련

생활필수품에 관한 특허이다. 본 연구에서 이 코드를 갖는 특

허내용들을 보면 실리카가 포함되어 살균력을 갖도록 만든 상

변화물질 파우더에 관한 것, 쾌적성을 증가시킨 신발, 위험한

고강도 복사열 노출에 대비하기 위한 인명구조차원의 보냉의복,

차가움을 유지시켜 쾌적성증진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쿠션, 상

처치료용 드레싱, 냉온찜질용 장갑 등이 A61F 섹션에 속해 있

다. 따라서 이를 상변화물질 관련특허와 제품에 적용한 예로 나

누어 다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기초기술 관련 분야를 보면 한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건수를 나타내었으며 상변화물질 합성과 마이크로캡슐 관

련 기술은 한국도 보유하고 있으나 상변화물질 분말 및 코팅재

제조와 관련된 기초기술 연구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열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응용개발분야 기술에서는 최다 특허내용은 한

국과 미국 모두 상변화물질이 든 섬유/직물 관련 내용이었으며

특이할 만한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신발에 응용한 사례가 많았

고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한국의 경우 상변화물질이 든 부직포나 직물을 안창에 사

용하여 발의 쾌적성을 높인 특허들이 많았다. 또한 의료용의 경

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

의 경우 온도조절용 패드가 삽입된 의복내 미세기후 조절제품,

상처치료용 드레싱, 상변화물질이 들어있어 온열치료 가능한 소

매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출원인에 따른 분류

출원인에 따른 특허를 분석해 본 결과는 Fig. 5와 같다. 그

림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기업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개인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가 그 뒤를 잇

고 있다. 개인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있었으나 기

업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는 한국의 경우 없었고 미국의 경우

에는 1%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출원인에 따른 분석결과에

Table 2. Contents of PCM-related patents

Contents Korea USA

Fundamental technology 

related to PCM

PCM formulation, composition and method for preparing it 4 34

A Coating employing PCM and Powder comprising PCM 0 16

Micro capsules containing a PCM and encapsulation 8 11

Method and apparatus for evaluating the phase changing function of fabric 0 1

Application with PCM Temperature adaptable textile fibers/fabric and method of preparing same 20 30

Foam matrix and composites containing a PCM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same 1 9

Microclimate control garment and human body heating/cooling suit 10 17

Heating/cooling glove, hat, socks, except clothes for protection in the extreme conditions 4 3

Thermal therapy articles through heat control and microclimate temperature regulation 1 10

PCM for shoe insole and lining and method of making the same 8 3

The others - interiors for houses and vehicles, bedclothes and thermal barriers for textiles with PCM 6 9

Total 62 143

Fig. 5. Distribution of assigness in PCM-relate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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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에 비해 연구소나 대학에서의

특허출원이 많았으며 정부에서도 출원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다. 이를 통해서 볼 때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기초기술

분야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출원

인인 경우도 6건으로 4%를 점유하고 있어 정부의 상변화물질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 투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4. 주요출원인의 특허출원 동향

주요 출원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 비해 미국의 다 출원인이 많으며 다

출원자가 특허출원한 출원 개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의 경우 벤텍스 주식회사가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섬유 및 직물

과 관련하여 12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 가장 많은 출원을 한

출원자이며 개인으로는 김경옥이 상변화물질을 넣어 쾌적성을

증가시킨 기능성팬티와 관련하여 3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 가

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의 경

우에는 University of Dayton이 상변화물질의 합성과 제조 관

련 특허로 2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자이고 전세계적으로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 판매

하고 있는 Outlast Technologies가 9개로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Outlast Technologies는

원래 NASA를 위한 기술을 개발했던 Triangle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TRDC)로부터 배타적 특허권을 1991

년에 얻게 되었으며 Gateway는 Outlast Technologies의 전신이

지만 출원당시의 이름으로 출원인을 분류했으므로 Outlast

Technologies가 사실은 더욱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

이다. 

외국인 특허 점유율은 Table 4와 같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외국인특허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특허출원

자로는 한국의 경우 독일기업인 메르크 파텐트 게엠베하가 열

저장매질과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대만

의 China Textile Institute가 3개, Cheng Loong Corporation

이 1개를 갖고 있었으며, 프랑스국적의 Xavier Py & Vincent

Table 3. Major assignees with more than two patent applications

 Assignee  Patent counts

Korea individual 김경옥 3

오재영, 이상진, 오준택, 부영필, 구창모, 김진극 2

firm/public body 벤텍스주식회사 12

(주)인바인, (주)에네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연세대학교 2

USA individual David P. Colivin, Yvonne G. Bryant, Barbara Hidegard Pause, Theresa M. Buckley 4

Richard I. Barnett, Charles A. Lachenbruch 3

Susan Harmon 2

firm/public body University of Dayton 20

Outlast Technologies 9

USA, The Dow Chemical Company 6

Appleton Papers Inc. 5

Frisby Technologies Inc. 4

Kimberly-Clark Worldwide, Microtek Laboratories, 

China Textile Institute, Triangle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Mainstream Engineering Corporation 

3

Phase Change Laboratories, Transphase Systems,

Gateway Technologies, Thermo Solutions,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Bertrand Faure Equipments SA,

Penwalt Corporation, Malden Mills Industries, Inc.

Norhtrop Grumman Corporation, 

Aircraft Braking Systems Corporation,

The Proctor & Gamble Company

2

Table 4. Foreign ownership of domestic inventions

Korea USA

Germany

Merk Patent GmbH 1

Korea 

  Lee Won Mok 1

Taiwan

  China Textile Institute

  Cheng Loong Corporation

3

1

France

  Xavier Py & Vincent Goetz, 

  Bertrand Faure Equipments SA,

  Institute Francais de Petrade

1

1

1

Germany

  Gerd Hormansdorfer 1

China

  Shang Li Jun 1

Total 1 Tota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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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z, Bertrand Faure Equipments SA, Institute Francais de

Petrade가 1개씩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Gerd

Hormansdorfer, 한국의 이원목, 중국의 Shang Li Jun가 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5년도 지역산업 기초기술개발사업

자원으로 수행되었음.

5. 결 론 

상변화물질 관련 특허 중 섬유제품 관련 특허 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상변화물질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

흐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제품 관련 상변화물질 특허건수를 비교한 결과 미

국은 한국의 2.3배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섬유제품 관련 상변화물질 특허는 미국의 경우 분석기

간인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한

국은 1990년대 출원을 시작하여 2001년 이후 비약적으로 출원

이 증가하였다.

셋째, 기술별 특허출원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미국은 기초기

술 관련 분야가 한국은 응용기술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내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기술 분야의 경우 상변화

물질 합성 및 마이크로캡슐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도 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상변화물질의 분말과

코팅재, 복합소재분야에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

과 이 부분에서의 기술력차이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제품에 응

용한 경우 섬유 또는 직물에 적용한 특허가 두 나라 모두 가

장 많았으며 특이할 만한 것으로는 한국은 신발에 적용한 사례

가 많았고 미국은 의료용 물품에 적용시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출원인에 따른 분류 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기업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가 가장 많고 개인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

우가 그 다음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대학, 연구소가 출원한 경우도 많았으며 정부가 출원인인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다 출원인을 살펴본 결과 한국보다 미국의 경우 다

출원인 수도 많았고 한 출원인이 출원한 경우의 수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출원인은 한국의 경우 벤텍스 주식회사

였고 미국은 Dayton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초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좀 더 다양한 적용분야를 찾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적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국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추

측되므로 기술개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섬유제품과 관련된 상변화물질 특허분석을 통해

상변화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였다.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변화물질 이외에도 고기능성 첨단섬유에

는 형상기억물질, 나노섬유, 전도성직물 등 다양한 섬유들이 개

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같은 섬유에 관한 특허정보도 분

석된다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 이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미국 이외에도 신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섬유 제품

생산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 대한 여러 국가의 특허정보를 분석

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섬유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

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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