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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art by investigating related patents of cycling wear, and suggested

fundamental data to develop clothing - originated in Korea. Patent trends were then analyzed after the rela-

ted patents applied in Korea, USA, and Japan from 1975 to 2015 were extracted using WIPS ON, classified

as nation, applicant, technology, use, and technological maturity of the applicant countr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1990s, and has steeply grown since the 2000s. The USA

accounted for 55.6% of all collected patents in the study, Japan for 30.6%, and Korea for 13.7%. Technol-

ogies related to patterns and functional materials have been dominated by the USA and Japan; however,

smart technologies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in Korea. According to use, USA focused on functionality,

Korea concentrated on safety, and Japan uniformly combined functionality, safety, and convenience. Accord-

ing to the positioning of technology by application, water repellency, stretchability, muscle strengthening,

pad, panel, finishing, and weaving technologies were positioned in the functionality.

Key words: Cycling wear, Patent information analysis, Technology maturity, Technology analysis; 사이

클 의류, 특허정보 분석, 기술성숙도, 기술분석

I. 서 론

현대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

가로 아름다움의 추구와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

으며(Park, 2011), 이에 따라 스포츠나 레저활동이 본격

화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로 인해

친환경 그린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국내외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이클링(cycling)은 전문 선수들은 물론, 일

반인들에게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

료에 의하면, 자전거 관련 매출액은 2009년부터 5년간 연

평균 약 7.3%씩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레저용품

중 자전거 수입액은 2015년 1~5월 레저용품 중 1위를 기

록했다(Lee & Kim, 2015). 또한 2012년 국내에는 출 ·퇴

근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르렀

으며, 2007~2012년까지 5년간 이용 교통수단별 증가율

은 자전거가 52.5%로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

게 나타났다(Cha & Lee, 2012).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문제와 맞

물린 사이클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사용목적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전문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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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의류용품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

체의 사이클 의류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기업으로는 (주)

신티에스가 유일하며, 출시된 의류의 대부분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되

거나 바이시클 라인(이탈리아), 에지유(네덜란드), 에코

이(프랑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로부터의 직접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Kim & Yang, 2014).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

에서는 과다한 로열티 지불에서 오는 높은 가격이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Kim, 2010), 국내 사이

클 의류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이 매우 시급

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기능

성 사이클 의류 개발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의류분

야에서 특허분석법을 이용한 연구는 섬유 및 의류의 전

반적 특허동향을 분석한 포괄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고, 공백 기술의 고찰을 통한 자체 기술 개발에 관

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특허분석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 의류를 포함한 기능성 의

류 개발에 선두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

본에서 출원된 사이클 의류 관련 특허에 대해 출원국별,

출원인별 특허동향 및 기술성숙도를 분석하고, 사이클 의

류를 세분화하여 기술, 용도, 의복종류에 따른 특허동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사이클 의류에

대한 기술의 개발 흐름을 이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분

야 및 공백 기술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고기능성은 물론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이클 의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이클 의류

사이클러(cycler)는 외부의 다각적 기후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클 의류는 제2의 피부로서

안전성은 물론 적당한 구속력을 통해 운동의 효율을 높

일 수 있어야 한다(Baik & Kim, 2005). 또한 착장 시 생

리적인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동작이 편하도록, 사용자

의 몸에 꼭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Kim & Park, 2011). 일

반적으로 전문 사이클 의류의 상의는 재킷과 저지, 하의

는 빕 타이트, 빕 쇼트, 타이트, 그리고 쇼트로 구성된다

(Lee, 2005). 상의는 허리부위가 당겨 올라가지 않게 제

작하고 주행에 방해되지 않는 적절한 부위에 수납공간

(Jung & Lee, 2013)을 가지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

록 밝고 눈에 잘 띄는 색상이 주로 사용된다. 하의인 쇼

트와 빕 쇼트는 어깨끈의 유무로 나뉘며 모두 몸에 밀

착되도록 디자인된 의류이다. 장시간 주행할 경우 밑이

배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엉덩이 부분에 패드를 넣어 배

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마찰이 많은 부분일수록 내

구성을 고려하여 두껍게 제작된다. 또한 뒤보다 앞이 올

라가도록 설계되며, 페달을 밟을 때 바지 하단이 말려

올라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체에 밀착성을 높이고 바

지부리의 스판덱스 그립퍼(spandex gripper)를 통해 의복

이 체인에 끼는 것을 방지하며 하체 근육을 지지할 수 있

도록 제작된다. 전문 사이클러의 경우, 유선형 자세를 취

하고 페달링에 의한 슬관절 굴곡이 많기 때문에 패드가

삽입된 밀착형 전문 의류를 선호하지만, 사이클링의 대

중화로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의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Kim, 2010). 이러한 소재의 기능성과 더불어 착용

자의 쾌적성과 스타일을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Br-

addock & O'Mahony, 2002).

사이클 의류에 사용되는 소재는 운동의 특성상 야외

활동이 주를 이루므로, 신체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증

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서늘한 날씨에는 춥고 축축한 느

낌을 막고, 더운 날씨에는 과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Lee, 1993), 야외활동이 주를 이루므로, 자외선 차단효과

도 우수해야 한다(“‘국민 스포츠’ 자전거 [‘National sp-

orts’ bicycle]”, 2010). 일반적으로 가벼우면서도 부드럽

고 보온성과 구김방지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가 주로 사

용되지만, 흡한 ·속건성, 보온성, 방풍 ·방수성, 공기저항

성, 경량성 등은 물론(Jung & Lee, 2013), 형태안정성, 내

구성, 그리고 탄력회복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통풍성, 흡습성, 투습 ·방수성 등 소재의 기

능성이 구매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Choi et al.,

2001).

사이클 의류의 패턴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이클

동작 전후의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

클링 시의 자세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Jeong & Lee,

2012), 여성 사이클 선수들이 일반 여성들과는 다른 체

형을 갖기 때문에 여성 사이클 선수들의 체형을 고려한

이상적인 패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Choi, 2004).

사이클 의류의 만족도와 착용감에 대한 연구(Lee & Suh,

2008)에서는 소재의 촉감과 수명, 색상, 기능성 등에 대

해 남성 착용자들의 불만족이 나타나, 치수적합성 및 동

작기능성을 만족시키는 의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이클 의류에서도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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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스마트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의류 구입 시 고

려사항으로는 기능성, 패션성, 편리성, 색채성 등을 지

적하고 있으며, 야간주행 시 이용자 보호기능, 사고발생

시 충격완화기능,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기능 등 주로 안

전 관련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장년층에서 스마트 기능이 부가된 기능

성 사이클 의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 해당 의

류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Jung & Lee, 2013).

최근에는 근력보강(Korea Patent No. 10-1256085, 2013)

과 더불어 안전성을 강화(Korea Patent No. 20-0476924,

2015; Korea Patent No. 10-1302175, 2008; Korea Patent

No. 10-1256085, 2013)하거나, 스마트한 기능이 추가된

사이클 의류(Korea Patent No. 10-1016611, 2010) 관련 특

허가 출원되고 있다. 국내 기능성 의류 관련 특허출원건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저조하였으나, 2000년대 이

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Kim, 2014), 사이클 의

류에서도 점차 고기능성과 스마트 기능이 부가된 의류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 특허분석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으로, 선진국에

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학 기술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

해 제도화되고 있다. 이 중 특허의 명세서에는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정보가 표준화된 양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기술되어 있어 자료의 사용이 편리하고, 특허공개

제도로 인해 기술의 수준과 개발 방향의 조기 파악이 가

능하다. 또한,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축적된 자료를 통하

여 특정 분야의 기술 동향의 파악 및 예측이 가능하므로

연구의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

(Kim, 2006).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의하

면, 국제 특허는 혁신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판

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

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요소라고 명시되어 있다(OE-

CD, 2008). 따라서, 특허분석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기술

변화 및 향후 개발 기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의류분야의 특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상변화물질

과 관련된 특허통계 분석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 개

발 동향과 상변화물질 함유 제품의 기술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Yoo et al., 2007). 또한, 국내 특허분석을

통한 기능성 의복의 기술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의

류에 온도제어 및 발열, 발광, 충격흡수 및 보호, 착장의

용이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에 대

한 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Kim, 2014). 특허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스마트 의류기술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스

마트 의류 관련 기술은 현재 지속적인 발전단계에 있으

며, 특히 특허점유율과 시장확보지수는 전자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You et al.,

2013).

III. 연구방법

1. 특허검색식 및 검색건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클 의류 관련 특허는 WIPS

ON(https://www.wipson.com)을 이용하여 197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출원된

특허를 중심으로 수집×분석되었다. 검색식 작성을 위해

의류 및 사이클 관련 특허, 문헌, 인터넷을 통해 ‘의복’,

‘의류’, ‘피복’, ‘어패럴’, ‘웨어’, ‘가먼트’, ‘패션’, ‘사이클

링’, ‘사이클’, ‘자전거’, ‘바이크’ 등의 용어를 추출하였

다. 그런 다음,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IPC(Inter-

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중, 의류와 직물분야의 코

드를 추가하여 특허검색식을 작성하였다. 사이클 의류

에 대한 검색식 및 검색건수는 <Table 1>과 같다. 특허검

색 결과, 한국 32건, 일본 87건 미국 154건으로 총 273건

의 특허가 추출되었으며, 노이즈 제거 후 한국 17건, 일

본 38건, 미국 69건 등 총 124건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특허분석을 위한 범주 설계

특허분석은 일반적으로 국제 특허분류인 IPC를 기준

으로 하지만 이는 기술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

의 관점에서만 분류되어 있어 특허분석에 한계가 있다.

Table 1. Search formula and the number of patents for cycling wear

Search formula Noise filtering Korea USA Japan Total

((cycling cycle bicycle bike) and (clothing cloth apparel wear

garment fashion)) and ((A41* D03* D04*).IPC))

Before 32 154 87 273

After 17 69 38 124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5, 2017

– 904 –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 의류의 특허분석을 위한 범주를

IPC와 선행연구 및 관련 특허를 참조하여 <Fig. 1>과 같

이 사이클 의류에 대한 적용 기술(technology), 사용용도

(use), 그리고 의복종류(type)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분석의 범주를 다각화하여 사이클 의류의 안전성

에 요구되는 관련 기술들을 검색하거나 전문 사이클의

류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용도 등을 분석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런 다음, 기술 분야는 패턴, 디자인, 소재, 제조, 스마

트 디바이스 등으로, 사용용도 분야는 안전성, 기능성, 쾌

적성, 편의성으로, 의복종류 분야는 전문 사이클웨어, 일

상생활용, 레인코트, 보호장구 등의 하위분류로 나누었

다. 제직, 제편, 가공 등은 의류를 제작할 경우, 동일한 소

재에서도 어떤 제조방법을 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조로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이클 의류 출원국별 특허동향

1) 출원국별의 사이클 의류의 특허동향

연도별 출원국별 사이클 의류 관련 특허출원동향은

<Fig. 2>와 같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사이클 의류

특허 중 미국이 전체의 55.6%를 출원하였으며, 그 다음

으로 일본이 30.6%, 한국이 13.7%를 나타내어 미국이 사

이클 의류에 대해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미국 모두 2000년대 이후부터 출

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관련 특허가 한국이나 미국에 비

해 급증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와 맞물려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특허가 증가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이클 의류의 기술성숙도

현재 출원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출원건수에 대한 출

원인수의 비율로 분석해 보면, 기술의 발전단계는 태동

기, 발전기(연구 활발), 성숙기(시장 진입자 감소), 퇴조

기(시장 위축), 그리고 부활기(시장 재형성)로 나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건수와 출원인수의 상관관계

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관련 기

술의 성숙도를 분석할 수 있다(Kim et al., 2014).

<Fig. 3>은 사이클 의류의 기술성숙도를 파악하기 위

해 작성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해당 국가의 기술 개

발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분석기간을 여덟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특허출원인수 및 출원건수

를 나타냄으로써, 특허출원동향을 통한 관련 기술의 현

위치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사이클 의류에 대한 출원인

수와 특허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개발 업

Fig. 1. Categorizing cycling wear for the pa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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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ent application trends by year and country.

Fig. 3. Patent portfolio of cycling wear by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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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간 경쟁력이 격화되는 발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는 출원인수와 특허건수가 증가

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0년대 들어 출원인수가 감소하

고 특허수는 정체를 보여 성숙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본의 자전거 산업이 성숙산업(KOTRA,

2009)이라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은 미

국과 마찬가지로 출원인수와 특허건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여 특허건수가 매우 적어 아

직은 발전의 초기단계로 사이클 의류에 대한 연구가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사이클 의류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사이클 의류의 국가별 기술 및 용도의 동향

사이클 의류에 대한 국가별 특허기술 및 용도에 따른

동향은 <Fig. 4>와 같다. 국가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사이클 의류의 패턴 및 기능성 소재와 관

련된 기술 중심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미국은 패턴과 기능성 소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착용자 중

심의 기능성이 우수한 사이클 의류 개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이

클 의류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개발이

미흡하였으나 최근 사이클 의류에 대한 수요의 급증으

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이클 의

류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출원되고 있는 특허들은 스

마트 디바이스와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된 사이클 의류의

기술들은 미국이나 일본도 개발 초기단계로, 제품 개발

시 진입장벽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용도에 대한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기

Fig. 4. Technologies and use of cycling wear by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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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용도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으며 쾌적성, 그리

고 안전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강도 소재, 패드, 스

트레치 소재, 광섬유, 반사 소재, 방풍, 방수 등 쾌적성과

안전성이 보강된 사이클 의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기능성,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골고루

출원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안전성이 관련 특허출

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편의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쾌적성과 관련된 기술 개

발이 미국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이클 의류의 출원인별 특허동향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출원된 사이클 의류 관련 특

허 중, 대표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스

위스의 아소스, 일본의 시마노가 공동 1위를 나타냈고 다

음으로는 미국의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허는 속지주의로 특허를 낸 국가에

서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스위스의 아소스나

일본의 시마노도 자국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할 진출국

에도 특허를 취득하여 패밀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아소스는 스위스의 사이클 의류 전문 기

업으로 패드와 관련된 특허를 많이 보유하였으며, 미국

의 나이키 같은 경우는 공기역학 기술을 적용하여 바람

의 마찰계수를 줄인 스위프트 수트(swift suit)를 개발하

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냄으로써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Oggiano et al., 2013). 하지만 한국

의 기업은 아직 사이클 의류 관련 주요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이클 의류의 기술, 용도, 의복종류에 따른 특

허동향

1) 사이클 의류의 기술별 특허동향

사이클 의류의 기술 분야 동향을 출원연도별로 분석

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1990년대부터 패턴과 기능

성 재료와 관련된 분야가 꾸준하게 출원이 증가하고 있

으며 기술 분야에서 약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사이클 의류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결합

한 특허들이 출원되었다. 이는 1990년대, 스마트 의류가

개발되기 시작한 후, 사이클 의류에 스마트 기능을 접목

한 의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2) 사이클 의류의 용도별 특허동향

사이클 의류의 용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Fig. 7>

과 같다. 기능성 관련 특허가 31.5%로 가장 많이 출원되

었고, 그 다음이 안전성 관련이 28.3%로, 기능성과 안전

성에 관련된 특허가 약 60% 정도 차지하여 사이클 의류

에서 기능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40%는 쾌적성과 편의성 관련 특허가 출원되

었다.

출원연도별 사이클 의류의 용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안

전성과 기능성, 쾌적성,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안전성

과 기능성에 대한 특허가 많이 출원되었다. 또한 사이클

의류의 쾌적성과 관련한 특허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00년대 이후 쾌적성을 고려한

Fig. 5. Major applicants of cycling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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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의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이클 의류의 의복종류별 특허동향

사이클 의류의 의복종류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Fig.

8>과 같다. 전문 사이클 의류의 특허가 52.4%로 가장 많

이 출원되었고, 다음으로 보호장구 21.0%, 일상생활복

18.5%, 레인코트 8.1% 순으로 나타나, 사이클 의류에서

전문 사이클 의류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출원연도별 사이클 의류의 의복종류별 동향을 살펴보

면, 1990년대 이후로 전문 사이클 의류는 연도별로 약

50% 이상을 차지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상생활용 사이클 의류는 2000년대 이후 연도별 출원

건수가 약 20% 이내의 증감을 반복하며 전문 사이클 의

류에 비해 개발이 적게 이루어졌다. 시티바이크족의 증

가에 따라 일상생활 겸용 사이클 의류에 대한 수요도 증

가하고 있으나, 관련 의류 개발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

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

Fig. 6. Patent trends according to the technologies of cycling wear.

Fig. 7. Patent trends according to use of cycling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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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구에 대한 특허출원은 2011년도 이후 증가되었다.

이는 2009년부터 자전거 이용 증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Cha & Lee, 2012)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호장구 개발

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레인코

트에 대한 특허는 꾸준히 나타나고는 있으나, 특허건수

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레인코트가 방수 ·방

풍의 레인자켓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사이클 의류의 의복종류에 따른 기술과 용도의 특

허동향

사이클 의류를 전문 사이클 의류용, 일상생활복용, 레

인코트, 그리고 보호장구로 나누어 그에 따른 용도와 기

술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의복종류별

주요 용도를 살펴보면, 전문 사이클 의류의 경우는 기능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쾌적성, 안전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 기

술로는 고기능성 재료(고강도 섬유, 패드, 스트레치 소

재)와 패턴(패턴 변형, 절개, 양면 등)등과 관련된 특허

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상생활용 사이클 의류의 용도별

특허출원경향은 쾌적성,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

며, 사용 기술로는 패턴, 스마트 디바이스, 기능성 소재 등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코트의 경우, 패턴 변

형을 통한 편의성, 기능성 향상과 관련된 특허가 주를

이루었다. 헬멧, 장갑 등을 포함하는 보호장구는 안전성

과 기능성이 주요 성능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성 소재와

패턴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이클 의류의 기술 분야별 개발 동향

사이클 의류의 기술 분야별 세부 기술의 개발 동향은

<Fig. 9>와 같다. 기능성 소재 부분에서는 패드 관련 기

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치 소재로 나

타났다. 이는 착용성 향상을 위한 의류소재 개발에 주안

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이클 의류제작

에 사용되는 패턴 관련 특허는 사이클링에 따른 착용자

의 편의성과 쾌적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패턴 변형 관

련 기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이클링

자세에 적합한 의복제작을 위해 패턴에 대한 원천 기술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패턴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 관련 부분

에서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이 주로 출원되었으며 제직

기술보다는 제편 기술의 출원이 다소 많았다. 스마트 디

바이스와 관련 세부 기술에서는 LED와 광섬유를 이용

한 디스플레이와 쿨링, 히팅시스템 관련 특허들이 주로

출원되었다. 스마트 기능 관련 특허는 LED를 이용하여

방향신호를 신속하게 표시하거나 감지센서를 이용하여

후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주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이클 의류의 특허들이 출원되었으며, 앞으로 사

이클 의류에 스마트한 기능들을 부가한 특허출원이 지

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Fig. 8. Patent trends according to type of cycling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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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클 의류의 용도와 기술 포지셔닝 맵

<Fig. 10>은 사이클 의류의 용도별, 세부 기술별 특허

를 최적화 척도법을 이용하여 포지셔닝한 것으로, 기능

성에는 투습×방수, 스트레치성, 패드, 패널, 가공, 조직,

근력강화 등의 기술이, 쾌적성을 위한 히팅시스템, 쿨링

시스템, 숄더스트랩, 지퍼 등 온열쾌적성과 착용쾌적성

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포함되었다. 안전성에는 고강도,

디스플레이, 멀티레이어, 에어백시스템 등의 관련 특허

들이 출원되었다. 편의성에는 절개, 양면성, 포켓 등 착

용편의성에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사이클 의류에서 전반적으로 기능성

과 관련된 특허들이 가장 많았으며, 쾌적성 향상과 스마

트 기술이 적용된 사이클 의류에 대한 특허들이 개발되

Table 2. Patent trends of technologies and use by types of cycling wear

Professional Wear Daily Life Wear Raincoat Protective Gears

Use

Functionality 25 (38%) 2 (08%) 3 (30%) 10 (37%)

Comfort 21 (32%) 9 (38%) 0 (00%) 01 (04%)

Safety 14 (21%) 8 (33%) 0 (00%) 14 (52%)

Convenience 06 (09%) 5 (21%) 7 (70%) 02 (07%)

Technology

Functional Material 26 (39%) 7 (28%) 2 (20%) 15 (58%)

Pattern 24 (36%) 9 (36%) 8 (80%) 08 (31%)

Manufacturing 09 (13%) 1 (04%) 0 (00%) 00 (00%)

Smart Device 08 (12%) 8 (32%) 0 (00%) 03 (11%)

Fig. 9. Segmentation of technologies of patent for cycling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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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V. 결 과

본 연구에서는 특허데이터베이스인 WIPS ON을 이

용하여 1975~2015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의 사이클 의

류 관련 특허를 추출하고, 출원국별, 출원인별, 기술 및

용도에 따른 특허동향, 그리고 출원국의 관련 기술성숙

도를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1990년대 이후부터 특허출원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0년대 이

후로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이 전체 특허의

55.6%, 일본이 30.6%, 한국이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숙도의 경우, 미국은 발전기, 일본은 성숙기이지

만, 한국은 발전기의 초기단계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은 패턴 및 기능성 소재와 관련 기술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은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다.

미국은 기능성 위주의 용도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기

능성,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고르게 출원되는 경향을 나

타냈다. 한국의 경우 안전성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많았

다.

사이클 의류의 기술 분야는 1990년대 이후 패턴과 기능

성 재료와 관련된 기술 분야가 70% 이상으로 꾸준하게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기능성 재료(고강도

섬유, 패드, 스트레치 소재)와 패턴(패턴 변형, 절개, 양

면 등) 등과 관련된 특허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최근

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결합한 기술들이 출원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쾌적

성과 관련한 특허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1년 이후에는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특허가 주로

출원되었다. 전문 사이클 의류의 경우는 기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으며, 쾌적성, 안전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상생활용 사이클 의류

의 용도별 특허출원경향은 쾌적성, 안정성 향상을 목표

Fig. 10. Positioning map for use and technology of cycling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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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으며, 사용 기술로는 패턴, 스마트 디바이스, 기능

성 소재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 의류의

복종에서는 전문 사이클 의류의 특허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그 다음이 보호장구, 일상생활복

용, 레인코트 순으로 나타나 사이클 의류에서 전문 사이

클 의류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용도에 따른 기술의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기능성에는

투습×방수, 스트레치성, 패드, 패널, 가공, 조직, 근력강화

등의 기술이, 쾌적성에는 히팅시스템, 쿨링시스템, 숄더

스트랩, 지퍼 등 온열쾌적성과 착용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포함되었다. 안전성에는 고강도, 디스플레이, 멀

티레이어, 에어백시스템 등의 특허들이 출원되었다. 편

의성에는 절개, 양면성, 포켓 등 착용편의성과 관련된 기

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이클 의류에

서 전반적으로 기능성과 관련된 특허들이 가장 많이 출

원되고 있었으며, 쾌적성에 관련 특허들이 서서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사이클 의류 관련 특허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

기단계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사이클 의류 개

발 기술은 현재까지는 진입장벽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며 일상생활복으

로도 활용 가능한 사이클 의류와 관련된 특허들은 미미

한 실정으로 감성공학의 관점에서 접근된 기술이 가능

성 있는 공백 기술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스마트

관련 기술과 감성공학을 사이클 의류에 적용하여 기술

과 더불어 소비자의 니즈 및 감성이 반영된 사이클 의류

를 개발한다면 기존 사이클 의류시장에 새로운 블루오

션 분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

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 3개국에 출원된 특허만을 대상

으로 하여 관련 특허의 정보 및 공백 기술을 분석하여

사이클 의류의 전반적 개발 경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특

허를 추가함으로써, 사이클 의류 개발 동향을 보다 면밀

히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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