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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technique development of domestic textile industry and
to guide the directions for researches to secure competitiveness of textile industry by analyzing domestic patent appli-
cations. This research used patent literature from Korean Patent Information database provided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KIPRIS), and the patent search scope, based on the application year, was from 1980
to 2007. The number of patents by natives was lower than that of foreigners in 1980's, but from the mid 90's, that number
grew larger than that of foreigners. Also the number of patents by natives have shown steadily increasing tendency. How-
ever, the number of foreigner's patent in D03, D04, D05 of class was higher than the number of patents by natives. The
technical fields where the patent application ratio is high vari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n Korea, D01F of subclass
had the most number of patents, and D05B, D04B had the most number of patents in Japan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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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10년대에 조선방직 주식회사와 경성방직 주식회사가 설립

되면서 근대공업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50년대에 이르러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면방, 모방 등 천연섬유 분야의 자급 상태를 갖추게 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크릴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등 화학

섬유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 급성장하게 되었고 국가적 핵

심 수출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인력 부족 현상과 노동 생산성을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 수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의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국내외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섬유산

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고가의 섬유제

품은 선진국제품의 고부가가치를 따르지 못하고, 중저가제품은

후발개발도상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9).

이러한 현상은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구조 및 수출구

조의 개선 등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어 양적 확대를 마감하고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 가

치 제품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학을 중심

으로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화

섬의 원료나 직물의 생산에서는 선진국의 90% 수준에 이르지

만, 첨단 신소재의 응용기술 및 제품화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

여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섬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의류용 섬유제품에서 벗어나 친환

경소재, 기능성소재, 산업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섬유산업이 보다 고급화, 전문화 되면서 각국의 지식재산권

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과학 기술자들의 연구 성과

는 학술논문이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연구 성

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특허이다.

21세기를 일컬어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할 만큼 제반 산업 분

야에서의 특허 분쟁이 나날이 심각한데 반하여 놀랍게도 많은

연구자들이 학술논문과는 달리 특허명세서를 통한 선행 연구를

조사 하지 않고 이미 밝혀진 연구를 중복하고 있는 경우가 나

타나고 있다(특허청, 2004). 특허청(2004)에 의하면 261개의 유

럽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R&D 투자 후 해당 기

술이 이미 특허로 보호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가 70%에 달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이 특허문헌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

의 기술에 관련된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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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서 특정산업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섬

유산업과 관련한 특허분석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

나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유화숙 외, 2007; 이금희,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섬유분야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하여 국내

섬유산업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연구개발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

한 특허문헌은 국내·국외인의 국내특허로 출원된 공개특허문

헌과 등록특허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

허문헌은 한국특허정보원(KIPRIS)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특

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특허검색범위는 출원년도

를 기준으로 198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로 하였다. 특허검색

에 사용된 검색식은 국제특허분류(IPC) 코드와 특허출원 연도

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에 사용된 검색식은

(D01+D02+D03+D04+D05+D06)*(19800101~ 20071231)로 하

였다. 검색된 특허 중 세탁기에 해당하는 D06f를 필터링하여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정확한 특허분석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

친 필터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8081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섬유산업은 천연 및 화학섬유공업·제사공업·방적공업·연

사공업·제편공업·염색가공공업·부직포공업·카펫제조공

업·레이스제조공업·제망업·섬유잡품업(끈·리본 등의 생

산)·봉제공업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Table 1에 섬유산업 분

야의 국제특허분류(IPC) 에 의한 기술 분류를 명시하였다. IPC

코드는 영문대문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특허발명에 관련된 전체

기술 분야를 영문의 섹션으로 나누고 이를 세분화하여 큰 아이

템으로 묶은 두 자리 숫자의 클래스, 클래스를 다시 세분화한

서브클래스, 그룹,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IPC

코드는 국내외 특허문헌의 수집, 정리, 이용이 용이하며 기술개

발의 동향조사를 위한 기초 및 선행기술 조사의 지표로 활용되

고 있다(특허청, 2002). 

1980년대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연구개발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내 특허출원 연도

별 출원건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부터

2007년 현재까지 섬유분야의 특허출원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980년대에는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

가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1992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가

외국인의 특허건수를 상회하게 되었고 그 건수에서도 꾸준한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 특허출원건수는 연구 개발에 기반을

둔 기술경쟁력의 척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섬유산업이 도입된 이후부터 1980년까지는 저임금에

Table 1. 섬유분야 IPC 코드의 클래스 및 주요 서브클래스의 기술분류 

클래스  클래스 기술 분야 서브 클래스  서브클래스 기술 분야

D01 천연 또는 인조사나 섬유; 방적

D01D 인조필라멘트, 가연사, 섬유의 기계적제조 방법 또는 장치

D01F 인조필라멘트, 사, 섬유의 제조에서 화학적 특징을 가지는 것

D01G

섬유의 예비처리, 예. 방적용(랩, 웹, 슬라이버 또는 조사의 권취 또는 되감기, 

집속 또는 안내일반, 슬라이버 또는 조사의 캔(cans), 슬라이버 또는 로빙 캔에

의 집적 

D01H
 방적 또는 연사, 섬유; 필라멘트 또는 실의 권축 (Crimping 또는 Curling) ; 셔

닐사의 제조 

D02 사; 정경, 빔 권취
D02H 정경, 빔 권취 

D02G 섬유, 필라멘트, 가연사 또는 사의 권축처리; 사 또는 가연사 

D03 제직

D03C 개구기구; 문직 또는 문직용 체인; 문지의 펀칭(punching); 모양의 설계 

D03D 직물; 제직방법; 직기 

D03J 제직 보조 장치; 제직용의 용구; 북(shuttles) 

D04 부직포; 트리밍; 편물; 레이스 뜨기; 꼰끈
D04B 메리야스편성

D04H 직물의 제조방법 또는 장치로서 제조된 직물, 펠트, 부직포; 

D05 봉제; 자수; 터프팅 D05B 봉제 

D06
섬유 또는 유사물의 처리; 세탁; 달리 분

류되지 않는 가요성(flexibility) 재료

D06L
섬유, 가연사, 사, 직물, 우모 또는 인공섬유제품의 표백, 방적용 섬유를 얻기 

위한 섬유재료의 화학적처리 

D06M
섬유, 가연사, 사, 직물, 우모 또는 이와같은 재료로서부터 제조된 섬유제품의 

클라스 D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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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둔 중저가품의 대랑 생산에 의존하는 산업형태였으므로

특허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에 비하여 1990년대에는

섬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연

구개발 활동이 시작되고 그 결과가 특허출원으로 이어졌기 때

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90년대 부터 현재까지 내국

인에 의한 특허출원 증가율이 외국인에 의한 출원증가율보다

높은 바람직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섬유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 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간의 특허 건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섬유관련

특허중 주요 출원국가별 및 출원연도 구간별 건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1980-1983년까지를 1구간으로 하였으며, 1980년부

터 2007년까지 28년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특허출원한 외국은 일본이었으며, 그 다음이 미국,

독일 순서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특허

출원이 많은 3개국 모두 구간별 특허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섬유산업 및 기술개발분야 경

쟁력을 지닌 국가의 경우 연구개발 결과인 특허출원건수가 분

석 전 구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섬유 산업의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의 기술 분야 별 동향을 파악하기위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 출원의 특허출원건수를 IPC 코드의 클래스

별로 Fig. 3에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특허의 경우에

는 분야별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 천연 또는 인조사나 섬유;

방적에 해당하는 D01분야와 섬유 또는 유사물의 처리; 세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요성재료에 해당하는 D06 분야 등 두

분야의 특허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출원건수를 나

타내었으며 D01과 D02 및 D06 분야 에서는 내국인 출원건수

가 외국인에 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외

국인 출원의 경우에는 D01, D04, D06 분야 등 세 분야에서

비교적 균일한 출원건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부직포 관련 기술

과 밀접한 D04 및 봉제; 자수; 터프팅에 해당하는 D05분야의

전체 특허건수는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가 외국인에 비

하여 적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내 섬유산업은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기술개발보다는 D01 분야와 D06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D01 및 D06

분야는 특허건수를 기준으로 한 기술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D04클래스 부분에서의 열세는 산업용 소재 및 기

능성 소재와 밀접한 부직포 관련 기술 분야에서 차후 기술 개

발의 장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의 기술 분야 별 동향을 파악하기위하여

내국인 및 외국출원인의 특허 등록률을 IPC 코드의 클래스 별

로 분류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특허 등록률은

내외국 모두 70% 전후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D02와

D06 분야에서는 내국인 출원이 외국인 경우보다 약 10% 정도

Fig. 1. 내·외국인의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Fig. 2. 주요 출원인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Fig. 3. 특허분류코드별 내·외국인의 전체 특허 출원 건수

Table 2. 특허분류코드별 내·외국인의 특허등록률

IPC Code D01 D02 D03 D04 D05 D06

Field 방적 정경 제직
부직포

편물

봉제

터프팅
섬유처리

Korea 76 79 70 76 78 71

Foreign 70 69 73 74 7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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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등록률을 나타내었다. 

국내에 출원된 섬유산업 분야 중에서 특히 특허출원수의 비

중이 큰 D01분야의 연도별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를 Fig. 4에 나타내었다. 80

년대 후반까지는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가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에 비하여 적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내국인

출원건수가 외국인의 경우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적으로 D02 및 D06분야도 D01분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80년대부터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행한 필라멘트나 방적사 제조 및 섬유표면처

리 관련 분야의 활발한 연구개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특허분석 결과로는 이들 분야의 기술 경쟁력은 상당 부분 확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직포 및 편물에 해당하는 D04 분야의 연도별 특허출원 동

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D04 분야의 경우는 D01분야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외국인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편

물과 관련이 있는 봉제; 자수; 터프팅에 해당하는 D05 분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섬유산업

에서는 아직까지 부직포 및 편물 분야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

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가 적은 경우 외국

회사에 의하여 개발되고 특허 취득된 기술은 국내 섬유업체들

이 사용할 수 없으며, 차후에 이들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는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되는 등 기술종속이 우려된다. 부

직포 및 편물 분야는 의류용에서 뿐 만 아니라 산업용 소재로

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분야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분

야이다. 따라서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출원보다 내국인 출원건수가 적은 부직포 및 편물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국내에 출원된 섬유관련 특허 중 출원비중이 높은 주요 세

부기술 분야별 내·외국인 특허출원건수를 Fig. 6에 나타내었

다.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D01F 분야에 출원건수가 가장 많았

으며 D06M, D01D, D02G 분야에서는 내국인 출원건수가 외

국인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

는 D01F, D04H, D04B, D03D, D05B, D06M 등 6분야에

걸쳐 비슷한 출원건수가 보였다. D04H, D04B, D03D, D05B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출원건수가 내국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3에 전체 특허출원건수가 100건 이상인 서브클래스 중

에서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가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보

다 많은 서브클래스와 내·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를 나

타내었다.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건수가 더 많은 서브클래스

는 총 10개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D04B, D04H, D05B 분야

는 내·외국인의 현저한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종속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서는 외국출원보다 실적이 적은 분야에 대한 집중적

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섬유산업에 출원비중이 높은 각 세부기술 분야에 있어,

주요 특허출원 국가별 전체 특허출원 건수에 대비한 각 세부기

Fig. 4. D01 분야의 내·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

Fig. 5. D04 분야의 내·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

Fig. 6. 세부기술 분야별 내·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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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분야별 특허출원 비율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국내의 경

우는 출원비율이 D01F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2위인 D06M

의 12%에 비하여 7%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내국인 출원비중

이 높은 분야는 D01F > D06M > D01D > D02G > D03D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D05B분야가 가장 높은 16%를

나타내었으며, 출원비중이 높은 순서는 D01B > D01F >

D03D > D04B > D06M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D04H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원비중이 높은 순서는 D04H

> D01F > D01D > D06M > D02G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의 경우는 D04B가 가장 높은 21%를 나타내었으며, 출원비중

이 높은 순서는 D04B > DO5B > D01D > D01F > D06M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출원비중이 높은 분야가 다르게 나

타났으며, 우리나라는 D01F, 일본은 D05B, 미국은 D04H, 독

일은 D04B로 나타났다.

특허는 한 가지 발명을 하나의 특허에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군의 발명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조건에 의한 발명의

보호범위는 다수의 청구항에 기재된 청구범위에 의존한다. 따

라서 특허 청구항이 많을수록 특허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국내

에 출원된 섬유관련 특허 중 청구항수가 파악되지 않는 특허를

제외한 특허의 청구항수를 국내외 별로 분석한 결과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내국인 출원 특허의 경우 청구항 수가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출원건수의 약

78%가 청구항수가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출

원특허의 경우 청구항 수가 10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청

구항수가 1-5개인 경우는 33%에 불과하였다. 외국인 출원의 경

우에는 청구항수가 11-20개인 경우도 약 43% 에 이르렀으나,

내국인의 경우는 단 4% 정도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내국

인 출원특허의 경우, 특허당 평균 청구항수가 5.67개인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약 22.77개로서 내국인에 비하여 청구항수가

약 4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허 당 청

구항이 많다는 것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의 결과가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국내의 산학연구진에 의한 섬유기술 개발의 연구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국내 섬유산업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그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하여 국내 섬유산업 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Table 3. 외국인 특허출원건수가 내국인보다 많은 서브클래스
1)

Sub Class D01G D01H D02H D03C D03D D03J D04B D04H D05B D06L Sum

Foreign 128 250 55 139 802 87 885 1011 785 78 4316

Korea 39 178 50 79 764 64 505 496 291 40 2520

Subtraction 89 72 5 60 38 23 380 515 494 38 1794

1)
 전체특허출원건수가 100건 이상 인 서브클래스를 대상으로 하였음.

Table 4. 출원국가별 주요 세부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비율 (단위: %)

구분 D01D D01F D02G D03D D04B D04H D05B D06M others

독일 8 8 4 4 21 9 15 6 26

미국 11 19 6 4 3 29 2 12 15

이태리 3 9 1 19 25 4 9 3 26

일본 3 14 4 14 13 6 16 8 23

한국 10 19 9 8 5 5 3 12 31

합계 34 67 23 49 67 53 45 40 439

Fig. 7. 내·외국인별 출원특허의 특허 청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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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의해 출원된 전체 특허건수는 전체적으로 지속적

인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국인에 의

한 특허건수가 외국인의 경우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D03, D04, D05 클래스는 여전히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

건수가 외국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특허출원

건수가 100건 이상인 서브클래스 중 내국인 특허 출원건수가

외국인보다 적은 서브클래스가 10개 분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내국인 출원특허의 경우

특허건당 평균 청구항수가 5.67개인 반면, 외국인의 경우 약

22.77개로서 내국인에 비하여 외국인의 청구항수가 약 4배 정

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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