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헤어미용은 고객의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리하

여 미 욕구를 만족시키기 한 것으로, 헤어미용 분야

는 컷트, 펌, 염색 등이 일반 이지만, 헤어미용에 한

심이 증 되면서 그 분야 역시 다양하게 확 되었다.

고 로마에서는 권 를 나타내기 해 가발을 사용하기

도 했었으나[1] 재는 두피 모발을 어하고, 두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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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가발과 련된 기술을 가발소재, 가발구조, 붙임머리로 나 고, 이들 기술분야에 한 특허출원 동향

을 살펴 으로써 가발과 련된 기술에 한 발 가능성과 향후 가발 련기술에서 주안 을 두어야 할 부분을 악하고자

연구하 다. 가발은 유 에 의한 선천 원인 는 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피의 탈모부 를 가리

거나 짧은 머리를 길게 변화시키기 해 사용되는 것으로, 최근 스트 스에 따른 탈모율이 증가하면서 간편하게 탈모부 를

가려주거나 는 탈모가 없더라도 다양한 길이와 형태로 스타일링 함으로써 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발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가발 련기술은 체로 모든 기술분야에 고르게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 차 특허활

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가발 련 기술에 한 특허동향을 분석 악함으로써 향후

가발 련기술에 한 바람직한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유도하여 가발 련기술 시장의 활성화 시장 규모의 증 에 기여

하고자 한다.

주 어 : 가발, 착용, 연장, 붙임, 동향

Abstract This study divided hairpiece-related technologies into three categories: Materials, Structure, Hair 

Extensions. Then, it investigated the current patent application trends in the above technologies and attempted to 

determine what aspects should be focused on in terms of the growth potential of hairpiece-related technologies and 

future technologies. A hairpiece is used to cover a specific balding area resulting from innate factors such as heredity 

or acquired traits including disease or accident. It is also used to make short hair look longer. Recently, as the rates 

of hair loss caused by stress increase,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hairpieces that can quickly and conveniently 

cover a balding region as well as satisfy people’s aesthetic needs through diverse hairstyling. Even though patents 

have been applied evenly across hairpiece technology fields, patent activity has declined since 2010 was confirmed. 

Therefore, this study targets the facilitation and expansion of the hairpiece technology market by suggesting desirable 

R&D directions for future hairpiece-related technologies after analyzing current hairpiece paten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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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된 부 를 가리거나 길게 변화시켜 으로써 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향상시키는 방안

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2].

이 에서도 가발은 유 에 의한 선천 원인 는 병

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피의 탈

모 부 를 가려주던 것에 그치지 않고, 짧은 길이의 머리

를 길게 연장시키거나 펌 염색 이외의 방법으로 다양

한 헤어 스타일링을 연출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3]. 특히 탈모가있거나 는 모발의수가 부족한 사

람들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도 수치심을 느끼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으로 인한 스트

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미 만족감을 수 있는 가발에

한 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4].

한 가발의 종류와 기능도 향상되고 가발에 한 수

요자의 심이 지속되고[5] 있기는 하나 실제 시 에

매되고 있는 제품은 수요자의 욕구를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발과 련된 기술에 한 황과 향

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한 기술동향의 분석이

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에 의한 창작물에 부여

되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과 작권 신지식재산권으

로 분류되고, 산업재산권에는 세부 으로 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 상표로 분류된다[6,7]. 이 에서 특허와 실용

신안은 창작한 기술 사상을 보호하기 한 권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발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기

해, 가발과 련된 기술분야를 세부 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된 기술분야에 한 특허동향을 다각 으로 분석하

여, 향후 가발 련기술에 한 바람직한 연구개발 방향

을 설정하고, 나아가 가발 시장의 활성화 시장규모를

증 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내용  

2.1 연  대상  료수집

연구 상의 자료 수집을 한 DB는 특허 실용신

안과 련된 자료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윕스온

(WIPS-ON)[8]와 키워트(KEYWERT)[9], 특허청에서

운 하는 키 리스(KIPRIS)[10], 한국특허 략개발원에

서 운 하는 e특허나라[11]를 활용하 다. 연구 상 자

료의 선정은 2018년 9월 14일 이 까지 국내에 출원공개

등록공고된 자료를 상으로 하 다. ‘가발’과 련된

자료검색을 해 ‘가발(wig)’와 ‘붙임머리(extension

hair)’를 핵심키워드로 선정하고 이들 핵심키워드의 동의

어와 유사어를 이용해 검색어를 확장하여 검색한 결과

약 1,000여 건이검색되었다. 검색된 Raw-Data에서노이

즈 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련 데이터를 추가하여

총 473건의 유효데이터를 선별 수집하 다.

2.2    통계 처리

가발과 련된 기술내용을 아래 Table 1과 같이 분

류, 분류, 소분류로 나 어 총 473건의 유효데이터를

분류하 으며, 이들 유효데이터를 활용해 연도별, 주요출

원인별, 기술분야별로 특허동향을 분석하 다.

Category Division Section
Classification
Criteria

Hairpiece

Materials (A)

Artificial material
(AA)

Made of
artificial/natural fiber

Human hair
(AB)

Made of human hair

Structure (B)

Completely
covering (BA)

Designed to cover
the whole head

Partially
covering (BB)

Designed to cover a
specific balding area
only

Functional (BC)
Particular function
added

Hair
extensions

(C)

Manufacturing
method (CA)

Hair
extension-manufactu
ring techniques

Fixed structure
(CB)

Hair extension-fixing
techniques

Table 1. Technical classification 

3. 결과  고찰

3.1 연도별 특허동향

Fig. 1. Annual Number of Hairpiece-related Patents 

Appli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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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련기술의 연도별 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

본 결과, 1990년도에 첫 출원하여 2000년 반까지는

증감을 반복하여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02년

이후부터 격하게 출원이 증가하여 2006년과 2007년에

는 3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 으며, 2010년 이후

부터는 차 출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를 통해 가발과 련된 기술시장은 이미 다수의 기술이

공개되어 기술개발에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상해

볼 수 있다.

다만 2016년도 이후 특허출원이 감한 것으로 나타

난 것은 특허제도의 특성상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

과하여야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특허분석 데이터 상에 포함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3.2 주 출원  특허동향

Fig. 2.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Hairpiece Technology

가발 기술과 련하여 국내에 출원한 체 출원인

상 6명의 국 을 살펴본 결과, 일본 국 의 KANEKA

CORP.가[12] 22건을 출원하여 체 다출원 1 로 나타

났으며, 그 뒤를 이어 (주)씨크릿우먼과[13] 일본국 의

ADERANS CO.,LTD가 18건, (주)핑크에이지가[14] 12

건, (주)우노앤 컴퍼니와[15] (주)하이모가[16] 각 10건을

특허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출원인 Top6 일본 국 의 KANEKA

CORP.와 ADERANS CO.,LTD.가 각각 1 와 2 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발 련 기술은 일본 국 의

출원인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3 기술 야별 주 출원  특허동향

3.3.1 공 재 가 (AA 야)

Fig. 3.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Artificial Hairpiece Technology

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 련 기술분야의 국내 주요

출원인 Top6를 살펴보면, 일본국 의 KANEKA CORP.

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 고, 그 뒤로 (주)우노

앤 컴퍼니가 10건, 일본 국 의 DENKA CO.,LTD.가 6

건, 일본 국 의 ADERANS CO.,LTD.가 5건, (주)삼양홀

딩스가 3건, 김수아가 2건 순으로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 련 기술분야의 국내 주요

출원인 Top6 일본 국 의 출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술분야는 일본 출원인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3.3.2 (人毛) 가 (AB 야)

Fig. 4.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Human Hair Hairpiece Technology

인모(人毛)를 이용한가발 련 기술분야의 국내주요

출원인 Top6를 살펴보면, (주)하이모, (주)보나통상,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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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 정천우가 각 1건씩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모(人毛)를 이용한 가발 련 기술은인공소재를 이

용한가발 련 기술에 비해상당히 조한출원을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야 하

는 만큼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3.3.3 커  가 (BA 야)

Fig. 5.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Full 

Hairpiece Technology

사람의 두상을 감싸도록 착용하는 올커버형 가발 기

술분야의 국내 주요출원인 Top6를 살펴보면, 일본 국

의 ADERANS CO.,LTD.가 8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 고, 그 뒤로 (주)씨크릿우먼이 7건, 장용석이 5건, 박

종실과 이충범이 각 4건, (주)하이모가 3건 순으로 출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커버형 가발의 경우 세계 인 모발 기업인 일본의

ADERANS CO.,LTD.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선두업체의 기술을 참고하여 향후 올커버형가발 기술에

해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3.3.4 커  가 (BB 야)

Fig. 6.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Partial Hairpiece Technology

일부 탈모된 부분만을 커버하는 부분커버형 가발 기

술분야의 국내 주요출원인 Top6를 살펴보면, (주)핑크에

이지가 9건으로 가장 많은출원을 하 고, 그뒤로 (주)씨

크릿우먼이 7건, (주)김찬월가모앱이 5건, (주)보나통상

과 박근식 이윤화가 각 4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3.3.5 기능  가 (BC 야)

Fig. 7.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Functional Hairpiece Technology

가발에 특정 기능을 부여한 기능성 가발 기술분야의

국내 주요출원인 Top6를 살펴보면, (주)씨크릿우먼과 인

도네시아 국 의 DONGAN KREASI 그리고 박수민이

각 3건씩을출원하 고, 그 뒤로 일본국 의 ADERANS

CO.,LTD.와 (주)한경희생활과학 그리고 정이옥이 각 2

건씩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발에 부여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항균성분을

가미하거나 통풍기능을 부여해 가발을 착용시 두피에 자

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가장 많이 출원되었으며,

이 외에도 가발을 쉽게 탈부착하는 기술과 자체 으로

빛을 발해 인모(人毛)와 같은 느낌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출원되었다.

3.3.6 리 (CA 야)

붙임머리를 제조하는 방법과 련된 기술분야의 국내

주요출원인 Top6를 살펴보면, (주)하이모가 4건으로 가

장 많은 출원을 하 고, 그 뒤로 박인구가 3건, (주)셰어

링 트 스와 김종원 그리고 송승용과 양윤복이 각각 2

건씩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련기술에 대한 특허동향 연 615

Fig. 8.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Hair 

Extension-manufacturing Technology

3.3.7 리 고 (CB 야)

Fig. 9. Major Patent Applicants in the Field of Hair 

Extension-attaching Technology

붙임머리를 사람의 머리카락에 고정하는 구조와 련

된 기술분야의 국내 주요출원인 Top6를 살펴보면, (주)

주산물산과 김용산 그리고 김종원이 각 4건씩을 출원하

고, 그 뒤로이길우와 송훈달이각 3건, 장호 기 2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 특허동향은 미용분야의 선도기업과 공백

기술 유망기술들을 확인하고, 향후 미용분야의 연구

개발시 선도기업의 연구방향을 참고하면서[17] 공백기술

유망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재 유

망기술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시 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도 유망기술분야의 특허선 선도기업의확인을 통해

선도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기 해특허동향분석이 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주 출원  기술 야별 특허동향

Fig. 10. Patent Trends by the Field of Major Applicants

(Top 6)’ Hairpiece-related Technologies

국내 주요 출원인 Top6의 기술분야별 특허동향을 살

펴보면, 가장 많은특허출원을 한일본국 의KANEKA

CORP.와 (주)우노 앤 컴퍼니가 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

과 련된 기술 주로 출원하 고, 나머지 주요출원인

은 부분의 기술분야에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일본 국 의 ADERANS CO.,LTD.은 인모(人毛)

를 사용한 가발 기술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분야에 고

르게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며, (주)씨크릿우먼과 (주)핑

크에이지는 가발과 련된 기술 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며, (주)하이모는 가발 붙임머리 련 기술에 고

른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발과 련된 기술시장은 일본이 선도하

고 있음을 상해 볼 수 있으며, 국내 기업 에서는 (주)

씨크릿우먼, (주)핑크에이지, (주)우노 앤 컴퍼니, (주)하

이모가 가발과 련하여 꾸 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향후 가발과 련한 연구개발을진행

하는 가발 스타일의 변화는 이들 선두 출원인의 기술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5 기술 야별 출원 

체 출원인의 가발과 련한 기술분야별 출원 비

을 살펴보면, 인모(人毛)를 이용한가발과 련된 기술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분야에서 체로 고르게 특허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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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ercentage of Patent Applications by the 

Field of All Applicants’ Hairpiece-related 

Technologies

출원 비 이 높은 순서 로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올

커버형 가발 기술분야(BA)와 부분커버형 가발 기술분야

(BB)가 각각 23%의 비 을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특허

출원 활동을 보 고, 그 뒤로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 기

술분야(AA)가 20%, 붙임머리 고정구조 기술분야(CB)가

16%, 기능성 가발 기술분야(BC)가 9%, 붙임머리 제조방

밥 기술분야(CA)가 8%, 인모(人毛)를 이용한 가발 기술

분야(AB)가 1% 순으로출원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에서도 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AA) 기술분야

는 일본 국 의 KANEKA CORP.와 (주)우노 앤 컴퍼니

에서 가장 많은출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술분야는

부분의 출원인들이 고르게 특허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모(人毛)를 이용한 가발(AB) 기술은

한정된 소재를 이용하는 만큼 특허활동이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AA) 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분야는 특정 출원인이 해당

기술분야를 주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향후 가발구조

(B) 분야와 붙임머리(C) 분야에 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수의 선행기술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특허청이 운 하는 키 리스(KIPRIS)와

(주)윕스가 운 하는 윕스온(WIPS-ON)과 키워트

(KEYWERT)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가발 련 특허(실용신안 포함) 기술을

상으로 하여연도별, 주요출원인별,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본 결과, 가발 기술은 1990년

이후부터 2010년도까지 출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3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

졌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특허출원이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출원한 상 주요출원인의 특허통향을 살펴본

결과, 일본국 의 KANEKA CORP.와같은 일본국 의

ADERANS CO.,LTD.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도 KANEKA CORP.는 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

과 련된 기술분야(AA) 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고,

ADERANS CO.,LTD.는 인모(人毛)를 사용한 가발 기술

분야(AB)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술분야에 고른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술분야별 특허동향을 살펴본 결과, 주요출원인

Top6는 올커버형 가발(BA)과 부분커버형 가발(BB)과

련된 기술 주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인공소재를 이용한 가발(AA)과 붙임머리를

고정하는 구조(CB)와 련된 기술이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발 련기술의 특허동향 분석결과, 가발

련 출원이 차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시장

은 활발한 상태임에 따라 헤어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기

술개발을 유도하여 침체된 가발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

성이 있고, 이에 붙임머리 구조 제조 련분야에 한

연구가 보다 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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