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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발은 시 의 흐름과 경제 사회의 발 에 따라 

단순한 발의 보호기능에서부터 보행성과 운동기

능의 조장, 패션역할, 발의 건강, 착용감, 그리고 

쾌 성을 추구하는 과학화되고 문화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기능성 신발제품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5 다양한 기능의 신발들을 효율

으로 개발ㆍ제조하기 하여 신발개발 기 단

계에서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한 각 소재별 발에 미치는 재료의 특성을 악하

여야 할 것이다.6,7 선진국에서는 1970년 부터 기

능성 스포츠화를 개발할 때 생체역학  연구를 집

으로 실시하여 기능성 스포츠화 분야를 선

하고 있다.8,9 
  우리나라의 신발 산업은 70, 80년  한국 수출

을 책임지는 표산업으로서 훌륭히 그 역할을 수

행했으나, OEM방식의 일반운동화를 심으로 수

출하 기 때문에 신발 제조공정기술은 세계 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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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지만 신발디자인과 자체 기능성개발 분야

에서는 독자 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 다.10 80년  후반 격한 생산임 의 상승

과 후발개도국의 출 , 그리고 1990년과 1998년 

Nike, Reebok 등을 생산하던 국내 OEM업체들의 

해외 이 으로 인하여 신발산업공동화 상은 생

산량 감소와 더불어 수출 역시 매년 감소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신발산업이 한때는 

사양산업으로 취 되었지만 국내신발산업과 련

하여 오랫동안 축 된 생산기술과 문인력, 소재 

 부품산업의 높은 경쟁력에 힘입어 첨단고기능

성 신발에 한 연구ㆍ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첨단고기능성 신발에 한 연구ㆍ

개발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나노분말소재를 

신발소재 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개발동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신발소재에 응용가능한 나노분말소

재들의 특허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ㆍ정리하여 

나노분말소재의 기술개발동향을 분석하고 특허출

원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나노분말소재의 기술개

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신발의 구조

  신발은 크게 윗부분인 갑피와 아랫부분인 창으

로 구분된다.3,11 갑피의 경우 발의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패션 인 면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발에 닿는 감, 땀의 배출 여부, 통풍성, 경량성, 
내구성 등을 극 화하기 한 소재의 선택과 디자

인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족부 환자의 경우

에도 한 소재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치명 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 으로 피 이 자

주 사용되고 있으나, 고무나 각종 섬유 등으로 

체되기도 한다.
  창의 경우는 발바닥과 직  닿는 부분으로서 보

다 쾌 한 쿠션감과 착화감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부가시켜 살균, 항균, 탈취  충

격 완화나 발의 질환 방이나 치료의 목 으로 

풋 오소틱(foot orthotics)과 같은 각종 장치들이 추

가되기도 한다.12,13 신발의 갑피소재인 피 과 합

성섬유분야와, 창과 안창의 소재인 고무와 합성

수지분야에 나노분말을 분산시켜 사용하거나, 소

재의 표면에 코 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용

되고 있다.

3. 특허출원 동향분석방법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검색 로그램인 특허기

술정보서비스(KIPRIS)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에서 2008년 10월 30일 재까지 공개 는 공고

된 특허  실용신안 에서 Table 1의 내용과 같

이 신발을 갑피분야와 창분야로 분류하고 소재에 

따른 상세 기술 분야로 분류하 다.14 
  상기의 방법에 의해 분류한 상에서 신발의 창

과 갑피분야에 용한 나노분말소재를 종류별, 연
도별, 나노분말소재 용분야별로 분석하고 그리

고 특허등록 여부를 분석항목으로 정하 다.

4. 신발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동향

4.1 소재별 특허출원동향

  검색된 특허  실용신안 총 149건을 창 분야와 

갑피 분야로 분류하여 Table 2에 정리하 다. 소재

별 특허출원동향으로 분류하면 창 분야가 126건

으로 84.6%이고, 갑피분야가 23건으로 15.4%를 

차지하 다. 특히, 창 분야에서 고무는 111건으로 

Table 1. 신발소재별 특허출원동향 분류

분   류 상세 기술 분야

창 분야
고    무  고무조성물, 복합재료

합성수지  합성수지 조성물, 성형체

갑피 분야
피     복합재료, 피

합성섬유  합성섬유, 복합재료

Table 2. 소재별 특허출원동향

창 분야 갑피 분야

고  무 합성수지 피  합성섬유

111 15 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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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연도별 소재별 특허출원동향

구 분
소  재  별

고 무 합성수지 피 합성섬유 소 계

1997 1 - - - 1

2000 3 - - 1 4

2001 6 - 2 - 8

2002 14 1 3 - 18

2003 12 3 4 1 20

2004 13 3 2 1 19

2005 25 4 3 3 35

2006 20 2 1 1 24

2007 14 2 1 - 17

2008 3 - - - 3

합 계 111 15 16 7 149

체의 74.5%를 차지하 다. 특히 창 분야에서 고

무 소재 련 특허출원동향이 두드러진 양상은 고

무가 가지는 다양한 성질을 보완하여 신발 산업에

서 요구되고 있는 고기능성 신발의 연구에 부흥할 

수 있는 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단

한 연구기   기업체가 해외시장에서 외국의 고

무업체와의 경쟁을 해 수행한 끊임없는 연구 노

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4.2 연도별 신발소재별 특허출원동향

  Table 3에 연도별 소재에 따른 특허출원동향을 

정리해 나타내었다. 2008년의 경우 연말까지의 통

계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라 건수가 많지 않지만 

통계가 집계된다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특허출원동향은 출원 건수를 심으로 연도별, 
신발소재별로 출원동향을 분석하여 보면, 고무분

야의 경우 나노분말소재를 고무분야에 용시킨 

국내 최 의 특허 출원은 1997년에 제일모직(주)
가 출원한 “고무변성열가소성복합재료  그 제조

방법”에 한 것으로서, 열가소성수지를 합시에 

유기화합물로 표면처리한 상의 클 이 물을 

사용하여 고무 입자 내에 는 매트릭스수지 내에 

나노 사이즈의 클 이 물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존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합성수지분야의 경우 나노분말소재를 합성섬유

에 용시킨 국내 최 의 특허 출원은 2002년에 

나노바이오(주)가 출원한 “나노 입자 크기의 은

(Ag)이 함유된 합성수지”에 한 것으로서, 합성

수지  실리콘에 나노 은(nano silver)을 분산시켜 

합성수지의 마스터배치나 컴 운드로 제조하는 

구조이다. 
  피 분야의 경우 나노분말소재를 수분산 폴리

우 탄 리폴리머에 분산시켜 제조하는 복합체

를 피  등의 소재로 사용하는 기술은 2002년부터 

특허 출원되었으며, 나노분말소재를 피 분야에 

용시킨 국내 최 의 특허 출원은 2003년도에 

(주)비에스텍이 출원한 “은 입자가 고착된 인조피

의 제조방법”에 한 것으로서, 인조피 에 은

(Ag) 콜로이드 용액이 첨가된 용매형 수지를 고착

시켜 항균  살균 능력을 발휘시키는 구조이다. 
상기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22일 등

록되어 재까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합성섬유분야의 경우 나노분말소재를 합성섬유

에 용시킨 국내 최 의 특허 출원은 2000년에 

(주)엔티텍이 출원한 “나노사이즈 속미립자를 

함유한 합성섬유  그 제조방법”에 한 것으로

서, 합성섬유의 원료인 합칩에 항균력이 우수한 

나노 속미립자를 혼합하여 속 미립자에 따라 

항균성 는 기 도성을 발휘하는 구조이다. 상
기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2006년 10월 16일 등록

되어 재까지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4.3 분야별 사용되는 나노분말소재별 특허출

원동향

  신발 소재에 용되는 분야별 나노 소재의 특허

출원동향을 Table 4에 정리하 다. 고무분야에 

용시킨 나노분말소재의 경우 총 특허 111건  나

노클 이가 56건(50.0%)으로 가장 많이 용되었

으며, 다음으로 탄소나노튜 (10.8%), 실리 이트

(9.9%), 실버(9.0%), 카본블랙(7.2%)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기타 나노분말소재는 나노규

산염, 나노구리, 하이드로탈싸이트, 나노필러 등이 

있다.
  합성수지, 피 , 합성섬유분야에서는 나노 실버

의 경우가 부분 특허출원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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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소   재   별

클 이
카본
블랙

실리
이트

탄소
나노튜

나노
실버

산화
아연

탄산
칼슘

수산화
알루미늄

섬유 기타 소계

고    무 56 8 11 12 10 3 3 3 1 4 111

합성수지 - - - 1 12 - - 1 - 1 15

피    1 - 1 - 8 2 - - 4 - 16

합성섬유 - - - 2 4 - - 1 - - 7

합    계 57 8 12 15 34 5 3 5 5 5 149

Table 4. 나노소재별 특허출원동향

있다. 합성수지분야는 특허 15건  나노실버가 

12건(80.0%)으로 거의 부분 용되었으며, 그 

외에 탄소나노튜 , 수산화알루미늄, 고로슬래그

가 용되었고, 피 분야는 특허 16건  나노실

버가 8건(50.0%)으로 가장 많이 용되었으며, 그 

외 나노섬유, 산화아연, 클 이 등이 용되었으

며, 합성섬유분야는 특허 7건  나노실버가 4건

(57.1%)이고, 그 외 탄소나노튜 , 수산화알루미

늄이 용되었다.
  이와 같이 나노실버가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

고 있는 것은 최근 웰빙과 련하여 항균, 살균 등

의 특징을 이용하고자 함이다. 나노 실버는 인간

의 생활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감염 등을 막기 한 연구

에 있어서 Ag 는 은이온(Ag+)의 강력한 항균 특

성이 오래 부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많이 응용되는 표 인 원소 의 하나15-17
이므

로 기업에서 기능성 신발 소재로서 활용하기에 가

장 합한 소재라고 단하기에 특허출원동향에

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4.4 출원 주체별 특허출원동향

  출원 주체별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Table 5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외국 업체 특허출원 7건을 

포함하여 기업체가 모두 113건으로 체 출원 건

수의 75.8%를 차지하 으며, 연구기   학교에

서 8건으로 5.4%를 차지하 다. 외국 기업체는 

나다 기업이 특허 4건, 미국 기업이 특허 1건, 독
일 기업이 특허 1건, 네덜란드 기업이 특허 1건으

로 총 7건의 특허를 고무분야에 용하고 있음에 

Table 5. 출원 주체별 특허출원동향

구    분
연구기

 학교
기업체 개  인 소  계

고    무 8 91(7) 12 111

합성수지 - 9 6 15

피    - 9 7 16

합성섬유 - 4 3 7

합    계 8 113 28 149

* ( )는 외국기업체 건 수

Table 6. 분야별 등록 황

구   분

분  야  별

고  무
합성
수지

피
합성
섬유

소  계

특허등록 81(1) 6(1) 10(1) 3 100(3)

공 개 13 5 3 4 25

거 결정 17(1) 4 3 - 24(1)

합    계 111(2) 15(1) 16(1) 7 149(4)

* ( )는 실용신안 건으로서 등록은 기술평가청구 후 등

록유지된 것을 포함하고, 거 결정은 기술평가청구 

후 등록취소된 것을 포함

따라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나노분말소재를 용

시키는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5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동향

  분야별 특허  실용신안에 한 등록 황을 살

펴보면, Table 6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고무의 경

우에는 총 111건 출원에 81건이 등록되어 등록률

이 73.0%이고,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15건 출원에 

6건이 등록되어 등록률이 40.0%이며, 피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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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6건 출원에 10건이 등록되어 등록률이 

62.5%이다. 그리고 합성섬유의 경우 7건 출원에 4
건이 등록되어 등록률이 57.1%인 것을 알 수 있다.
  고무분야의 경우 기업이나 연구기  등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한 다음 연구 개발한 기술들을 출

원함에 따라 특허 출원 건에 비해 등록률이 높다. 
이에 반해 합성수지, 피 , 합성섬유분야의 경우에

는 주로 소기업이나 개인들이 기업이나 연구

기 과 같은 연구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

발함에 따라 특허 등록률이 고무에 비해 다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야별 나노소재별 기술개발동향 분석

  연도별 기술개발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나

노분말소재를 신발기술에 본격 으로 용시키기 

시작한 것은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
년 고무와 합성섬유분야를 시작으로, 2001년에 피

분야에 출원이 시작되었으며, 정부에서 나노기

술개발 진법을 개정한 2002년에 합성섬유분야의 

출원이 시작되면서 그 출원건수가 격하게 증가

하 다.
  신발분야에 용되는 나노분말소재는 Table 4
에 분류된 바와 같이 용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
무의 경우에는 나노클 이, 나노실리 이트, 나노

카본블랙 등이 용되고, 합성수지의 경우에는 나

노실버가 주로 용되었으며, 피 의 경우에는 나

노실버, 나노섬유, 나노산화아연이 주로 용되었

으며, 합성섬유의 경우에는 나노실버, 탄소나노튜

가 주로 용되고 있다.
  고무분야에 용되는 소재로서, 나노클 이는 

고무 조성물의 분산 정도에 따라 기계  물성과 

같은 주요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형 나노클 이 사이에 고무층이 삽입되거나 나

노클 이가 완 히 분산되면서 기계  물성을 향

상시키기 때문에 나노클 이의 분산 정도에 따라 

고무 조성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산성을 개선하기 한 방법

으로는 나노클 이의 특성을 유기화시켜 고분자

와 반응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과 고무 조성물의 

제조방법의 조정으로 나노클 이의 분산을 유도

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고무분야에 용되어진 나노실리 이트는 물에 

의해 팽윤  층간 박리가 가능한 천연 혹은 인공

으로 제조되는 층간구조의 토 물인 몬트릴로

나이트(montmorillonite), 할로이사이트(halloysite) 
등은 탈크(talc)나 마이카(mica) 타입의 물로써, 
두 개의 실리카 사면체층과 1개의 알루미나 는 

마그네시아로 이루어진 8면체층이 붙여진 형태의 

두께 약 1 nm 정도의 음 하를 띈 층들이 층된 

형태의 구조로서 이러한 층과 층 사이에 Na+, Ca++ 
는 Mg++ 와 같은 양이온들이 존재함에 따라 매

우 친수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층상 토 물의 층 사이에 고분자 복합체가 충진

된 유기화 토 물을 고무 성형시에 함께 배합하

여 용융 혼합할 경우 고무와의 친화성으로 유기화 

토 물이 완 히 분산되어 기계  물성  화학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고무분야에 용되어진 나노카본블랙은 탄화수

소의 열분해와 불완  연소를 제어해 생산되는 구

상 는 사슬상의 입자로서 주로 고무 조성물에 

첨가하여 기계  물성을 향상시키기 한 보강제

로 사용되어 진다. 
  합성수지분야에 용되는 소재로서, 나노실버

는 실리콘 산화물을 은(Ag) 표면에 코 시킨 입자

를 성형시에 함께 배합하여 합성수지에 나노 은

(nano silver)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켜 결합되도

록 하므로 인해 항균성  살균성을 향상시켜 세

균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일반 으로 나노실버(nano silver)를 코 시키는 

방법은 은(Ag)을 산에 녹여 얻어진 은 이온에 알

코올류의 용매와 함께 은 이온의 속한 환원 상

으로 인한 입자의 성장을 방지하는 첨가제를 혼합

하여 구상의 수 옴스트롱(Å)크기의 실리콘 산화

물로 은 표면을 코 시킨 후 입자들 간의 결합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기 첨가제는 N-메틸 피롤리돈

(N-Methyl Pyrolidone) 용매에 분산시켜 사용하게 

된다.
  피 분야에 용되는 소재로서, 나노실버(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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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는 수지조성물에 은(Ag) 콜로이드 용액을 

첨가시킨 용매형 수지조성물을 피 에 고착화시

켜 지속 으로 항균  살균 능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노섬유(nano fiber)의 경우에는 인

조피 의 보강포로서 부직포와 나노섬유를 층

시켜 감  보강포의 물성을 향상시키고 질감을 

구 하기 해 첨가한다. 나노산화아연(nano zinc 
oxide)은 알칼리 실리 이트 화합물과 산용액의 

혼합물과 반응시켜 산화아연 입자 표면을 코 시

켜 제조된 산화아연 수계 분산체를 피 에 고착화

시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합성섬유분야에 용되는 소재로서, 나노실버

(nano silver)는 합성섬유의 원료인 합 칩의 조성

물에 나노크기의 나노실버를 혼합하여 방사함으

로써, 항균성 는 기 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한다. 그리고 탄소나노튜 (Carbon nanotube)는 

합성수지와 마스트 배치 공정에 투입하여 탈취력 

 소취능력을 향상시키며, 섬유의 질감을 향상시

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단일벽(Single-walled) 
탄소나노튜 , 이 벽(Double-walled) 탄소나노튜

, 다발형(Rope) 타소나노튜 와 같이 다양한 종

류의 탄소나노튜 가 있다.
  이 듯 나노분말소재가 활발한 응용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합성법과 비교  쉬

운 제조법과 같은 기술  이 과 여러 산업 분야

에 걸쳐 이미 많은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미크론 구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거나 다른 소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히 향상된 특성을 나

타내는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신제품 개발에 필요

한 핵심 소재로서 물성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

다.18

5. 결  론

  신발의 갑피와 창에 기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기

능성신발을 개발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신발의 기계  물성을 강화하고 인체

의 유해성을 제거하기 해 보강충 제, 활성제와 

같은 첨가제와 나노실버, 나노실리 이트, 나노카

본블랙, 나노섬유와 같은 기능성 물질을 필요에 

따라 신발소재에 하게 첨가하고 있다. 그리나 

특허출원동향과 기술개발동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 기업체의 경우에도 아직 나노분말소재

를 신발소재에 용한 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나노분말소재를 응용한 

다양한 소재개발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발산업의 패러다임 환 속에서 나노분말소

재를 응용한 다양한 소재개발을 통하여 고기능성 

신발을 연구ㆍ개발하기 하여 국내 기업체와 연

구기 들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력을 인식

하고, 체계 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 신발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기능성 신발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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