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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서론

  본고는 2013년도 고무기술 분야의 국내 공개특

허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고무 산업분

야에서 널리 사용하는 베이스 고무 및 각종 고무

첨가제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가능한 배제하

고, 고무 산업 분야별, 업체별 특허출원 등에 대한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하여 최근 국내 고무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특허출원동향 분석방법

2.1 분석범위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검색 프로그램인 특허기

술정보서비스(KIPRIS)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중

에서 아래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타이어 분야, 
신발 분야 및 고무조성물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

야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
일까지 공개된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 고무기술 산업분류

분  야 세부 명칭

타이어1) 트레드 고무조성물, 인너라이너 고무

조성물

신발2) 신발, 안창, 겉창

고무조성물3) 합성고무 조성물, 천연고무 조성물

 1) 타이어용(트레드용) 고무조성물은 포함함.
 2) 장화, 슬리퍼, 구주 및 구두 부속품은 제외함

 3) 타이어용(트레드용) 고무조성물은 제외함.

2.2 특허선행기술 검색식

  아래 [표 2]의 검색식의 내용과 같이 검색 범위

와 관련하여 검색기간 및 IPC 분류(국제특허분류) 
또는 검색어를 지정하고, 검색범위를 최대한 확대

하여 국내 공개특허문헌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검색건수가 932건이었으나 관련분야의 기술과 무

관하게 검색된 선행특허를 제외한 유효건수는 585
건이었다.

[표 2] 특허선행기술 검색식

분야 검색식
검색

건수

유효

건수

타이어  IPC=[B60C]*OPD=[20130101~20131130] 455 250

신발  IPC=[A43B]*OPD=[20130101~20131130] 353 284

고무

조성물 

 OPD=[20130101~20131130]
 *TL=[고무*조성물]

124 51

합계 932 585

2.3 분석항목

  상기의 방법에 의해 분류한 분석대상에서 타이

어, 신발 및 기타 고무기술 산업분야별로 기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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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 특허출원동향, 특허등록현황, 내외국인별 특

허출원현황, 추체별 특허출원동향, 각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 출원내용 등을 분석항목으로 정하였다. 

3. 2013년 고무기술 산업분야의 특허동향

3.1 분야별 특허출원동향 

  상기 2의 방법에 의해 검색한 유효특허 건수 

585건 중 각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아

래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발 분야 284건
(48.6%), 타이어 분야 250건(42.7%), 고무조성물 

분야 51건(8.7%)의 순으로 특허출원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허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신발 분야가 타이

어 분야, 고무조성물 분야에 비해 특허출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경우 타 분야에 비

해 특허출원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이 주로 신발의 충격완화, 통기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신발 또는 인솔의 구조를 개선하는 

기술로서 일반인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인데 반해, 타이어 또는 고무조성물 분

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와 소요시간의 투자가 

많이 소요되며, 쉽게 아이디어 등이 창출되지 않

는 기술로서, 주로 대기업에서 개발 가능한 기술

이므로 신발 분야에 비해 특허출원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타이어 분야의 경우 신발 분야에 비해 특

허 점유율이 그다지 낮지 않은 이유는 한국타이어

와 금호타이어 같은 국내 대기업의 특허 출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한 스

미토모 고무, 미쉐린, 더굿이어 등과 같은 외국 타

이어 업체의 국내 출원 점유율이 높은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고무기술 산업분야별 특허출원동향

3.2 기술 분야별 특허등록동향

  각 기술 분야별 특허 등록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타이어 58.3%, 고무조성물 

46.7%, 신발 39.7%의 순으로 특허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3.1에서도 논한바와 같이, 타이어 및 고무

조성물 분야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주로 한국타이

어, 금호타이어와 같은 국내 대기업 또는 일본의 

스미토모 고무와 같은 외국업체이며, 이들 대기업

이 특허선행문헌의 조사와 병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함에 따라 특허 등록율이 높은데 

반해, 신발 분야의 경우 개인들이 해당분야의 기술

에 대한 선행특허문헌을 충분하게 검색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기술을 특허출

원함에 따라 특허 등록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

다. 

[표 3] 기술 분야별 특허등록동향

분야 특허건수
심사건수 미심사건수

(공개건수)등록건수(%) 거절건수(%)

타이어 250 49(58.3) 35(41.7) 166

신발 284 52(39.7) 79(60.3) 153

고무조성물 51 7(46.7) 8(53.3) 36

합계 585 108(47.0) 122(53.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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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외국인별 특허출원동향

  각 기술 분야별 내외국인별 특허출원동향을 살

펴보면 아래 [표 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외국인 

점유율은 고무조성물 분야 및 타이어 분야가 각각 

41.1%, 32.4%인데 반해 신발 분야는 11.3%를 점유

하고 있을 알 수 있다. 

[표 4] 국적별 출원현황

분야
특허

건수

국내출원인

(%)
외국출원인

(%)

타이어 250 169(67.6) 81(32.4)

신발 284 252(88.7) 32(11.3)

고무조성물 51 29(56.9) 22(43.1)

합계 585 450(76.9) 135(23.1)

  외국업체의 경우 타이어 및 고무조성물 분야가 

신발 분야에 비해 특허출원건수가 많음이 확인되

었으며, 고무조성물은 덴끼 가각꾸 고교, 스미토모 

고무 등의 일본업체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출

원하였으며, 타이어는 스미토모 고무, 요코하마 고

무 등의 일본업체가 67건 특허출원하였고, 신발은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가 7건, 독일업체인 더블유.
엘.고어가 6건을 특허출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4 출원주체별 특허출원동향

  출원주체별 특허출원동향은 아래 [표 5]에 기재

된 내용과 같이, 타이어의 경우 기업체가 235건을 

특허출원하여 타이어 분야 전체출원건수의 94.0%, 
고무조성물의 경우 기업체가 47건을 특허출원하여 

고무조성물 분야 전체출원건수의 92.2%를 차지하

는데 반해, 신발의 경우 개인이 199건을 특허출원

하여 70.1%의 특허출원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타이어 또는 고무조성물 기술 분야의 경우 출원

인이 모두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외 대기업들이 출원인인 것에 기인하여 연구기관의 

특허출원건수가 없거나 또는 1건의 출원실적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신발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타이어 또는 고무조성물 기술 분야와는 

달리 연구기관의 특허출원건수가 많은 이유는 신발 

및 관련 소재 전담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신발피혁연

구원의 특허출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출원주체별 특허출원동향

       (단위 : 건수)

구분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교 개인 소계

타이어 235(81) - 1 14 250(81)

신발 76(32) 5 4 199(3) 284(32)

고무조성물 47(22) 1 1 2 51(22)

합계 358(135) 6 6 215(3) 585(135)

 * 상기에서 ( )내는 외국업체 건수임  

3.5  각 기술 분야별 다출원인동향

  각 기술 분야별 다출원인동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이, 타이어의 경우 국내업체인 

한국타이어가 108건 특허출원하여 타이어 분야 전

체 특허출원건수의 43.2%를 차지하며, 고무조성물

의 경우 평화오일씰고무가 13건 특허출원하여 고

무조성물 분야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25.5%를 차지

하며, 반면에 신발의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인 나이

키인터내셔널이 7건 특허출원하여 신발 분야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2.5%를 각각 점유하고 있을 알 수 

있다. 

[표 6] 다출원인별 출원현황

타이어(건수) 신발(건수) 고무조성물(건수)

한국타이어(108) 나이키인터내셔널(7) 평화오일씰고무(13)

스미토모고무(55) 더블유.엘.고어(6) 케이씨씨(4)

   금호타이어(31) 한국신발피역연구원(5) 란세스도이치란트(3)

더굿타이어 앤드러브(8) 임성조(4) 현대자동차(2)

요코하마고무(8) 글로브라이드(3) 신에쓰가가꾸고교(2)
  

3.6 세부 분야별 특허출원동향분석

3.6.1 타이어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동향분석

  타이어기술 분야에서 타이어 조성물과 타이어로 

세분하여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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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어가 179건 특허출원되

어 71.6%를 차지하며, 타이어 조성물이 71건 특허

출원되어 28.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이어의 경우 내국인이 112건 특허출원

하였고, 외국인이 67건 특허출원하였으며, 타이어 

조성물의 경우 내국인이 57건, 외국인이 14건을 각

각 특허출원하였다. 
     

[그림 2] 타이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동향

  타이어에 대한 특허기술들을 살펴보면, 공기입 타

이어, 비공기입 타이어, 중하중용 공기타이어 등과 

같은 통상적인 자동차용 타이어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륜타이어의 경우 일본의 스미토모 고무

에서 6건을 특허출원하였으며, 국내업체의 경우에

는 1건도 특허출원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타이어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타이

어 기능 이외에 별도의 기능이 추가된 타이어에 대

한 특허기술을 살펴보면, RFID 태그가 내장된 타

이어, 비드 이탈방지용 후드가 구비된 타이어, 교
체 경고시스템을 구비한 타이어, 소음감쇠 블록을 

구비한 타이어, 듀얼 트레드 캡을 갖는 공기압 타

이어, 발포된 소음 댐퍼 또는 오일 댐퍼를 장착한 

타이어, 열전소자를 이용한 발열체를 갖는 타이어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타이어에 부가한 기술

들이 특허출원되어 있다. 
  또한 타이어 조성물에 대한 특허기술들을 살펴

보면, 거의 대부분 타이어의 내마모성, 내후성, 회
전저항특성, 열전도도, 내피로도 등과 같은 타이어

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베이스 기재

의 합성고무 소재의 개발뿐만 아니라, 합성고무에 

첨가하는 각종 고무첨가제의 조성에 대한 기술들

이 특허출원되고 있다.  
  한편 분산성 및 가공성의 특성이 우수한 나노 소

재의 첨가제를 사용한 타이어 기술 분야의 특허를 

살펴보면 아래 [표 7]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탄소

나노튜브 또는 나노 실리카를 사용한 특허에 대한 

4건의 특허가 특허출원되었다. 탄소나노튜브의 경

우 타이어의 기계적 특성, 내열성, 화학안정성 등

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며, 나노 실리카

의 경우 트레드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 내마모성 

등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노 실리카를 첨가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나노 소재를 사용한 허출원현황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나노 소재

10-2011-0143545
(2011. 12. 27)

타이어 트레드용 고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

여 제조한 타이어
한국타이어 탄소나노튜브

10-2011-0136131 
(2011.12.16)

탄소나노튜브/폴리비닐알콜 복합섬유로 이루어

진 타이어 보강벨트용 코드 및 이를 포함하는 

공기입 타이어

한국타이어 탄소나노튜브

10-2012-0042564
(2012.04.24)

표면개질된 실리카를 함유하는 타이어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한 타이어
금호타이어 나노 실리카

10-2012-0041832
(2012.04.23)

타이어트레드용 고무조성물 금호타이어 나노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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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신발 분야의 특허출원동향분석

  신발기술 분야에서 신발, 안창(인솔, 미드솔) 및 

신발 부속품으로 세분하여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

면 아래 [그림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발이 140
건 특허출원되어 49.3%를 차지하며, 안창이 115건 

특허출원되어 40.5%를 차지하며, 신발 부속품이 

29건 특허출원되어 10.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발의 경우 내국인이 122건, 외국인이 

19건을 각각 특허출원하였으며, 안창(인솔, 미드솔)
의 경우 내국인이 108건, 외국인이 8건을 각각 특

허출원하였으며, 신발 부속품의 경우 내국인이 24
건, 외국인이 5건을 각각 출원하였다. 

[그림 3] 고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동향

  신발에 대한 특허기술들을 살펴보면, 통기성, 완
충성 등과 같은 신발의 기본적인 기능인 통기성, 
완충성 등의 성능을 향상시킨 신발들 이외에도 다

양한 기능을 갖는 신발로서 색상변화가 가능한 신

발, 분리형 신발, 사이즈 가변형 신발, 방수기능이 

향상된 신발, 액상시온을 이용한 신발, 성장판 자

극 신발, 발가락 교정수단이 구비된 신발, 자성체

를 구비하는 신발, 단열구조가 형성성 신발, 결속 

끈을 숨길 수 있는 신발, 양 방향(왼발, 오른발) 공
용 운동화, 꾸겨서 신는 운동화, 탈착이 용이한 기

능성 신발, 핸드폰 충전 및 냉온기능을 갖춘 신발, 
바닥 문양을 변경시킬 수 있는 신발, 눈금이 형성

된 신발, 센서 시스템을 구비한 신발 등 다양한 기

능을 갖는 신발들이 특허출원되었다.
  안창(인솔 및 미드솔)에 대한 특허기술들을 살펴

보면, 주로 안창의 소재 변경 또는 구조 변경에 따

른 발 냄새 제거를 위한 항균성 또는 보행 중 신체

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한 완충성 또는 발에서 

발생하는 땀 및 발 냄새의 제거를 위한 통기성 등

의 성능 개선과 안창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행 습관

을 교정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한 특허기술들이 신

발들이 특허출원되었다.
  그리고, 신발 부속품에 대한 특허기술들을 살펴

보면, 신발 깔창 지지구, 공기순환식 체크밸브, 신
발커버, 발목 보호대, 토캡 등 다양한 종류의 신발 

부속품들이 특허출원되었다.
  한편 나노 소재를 사용한 신발 기술 분야의 특허

를 살펴보면 아래 [표 8]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
발 깔창에 은 나노 소재를 적용한 특허 및 신발 소

재용 난접착 프라이머 조성물에 고분자 나노복합

재를 적용한 특허에 대한 2건의 특허가 특허출원

되었다. 은 나노 소재의 경우 신발 깔창에 항균성

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고,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경우 프라이머의 응집력 및 젖음성을 향상하기 위

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나노 소재 소재를 사용한 특허출원현황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나노 소재

10-2011-0083543
(2011. 08. 22)

신발 깔창용 고흡수성 수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신발깔창
정영길 은 나노

10-2012-0026144
(2012.03.14)

비할로겐 타입 난접착 신발 소재용 프라이머 조성물
한국신발

피혁연구원

고분자

나노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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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고무조성물 분야별 특허출원동향분석

  고무조성물 기술 분야(타이어용 고무 조성물은 

제외)는 오링용 고무, 씰링용 고무, 호스용 고무, 다
이아프램용 고무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용 부분품

인 고무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고무조성물로서, 합
성고무인 실리콘 고무, 니트릴고무, 불소고무 등  

과 같은 합성고무에 각종 고무첨가제를 첨가하여 

내마모성, 내유성, 내후성, 인장성 등의 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특허출원되었다. 

  한편 나노 소재를 사용한 고무조성물 기술 분야

의 특허를 살펴보면 아래 [표 9]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열가소성 고무의 전기 전도성 확보를 위해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한 특허 및 저경도 열가소성 

고무의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노 실버를 적

용한 특허에 대한 2건의 특허가 특허출원가 출원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 나노 소재 소재를 사용한 특허출원현황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출원인 나노 소재

10-2011-0148012
(2011. 12. 31)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전도성 열가소성 

고무 조성물
제일모직 탄소나노튜브

10-2011-0135722 
(2011.12.15)

저경도 열가소성 고무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다이아프램
제일모직 나노 실버

4. 결 론

  2013년 고무기술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타이어, 고무조성물 분야는 신발 분

야에 비해 외국인 출원비율 및 특허 등록율이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동향결과

는 국내 고무산업계에서 타이어, 고무조성물 분야

의 경우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매우 치열한 경쟁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발 분야는 기업체에 비해 개인의 특허 

출원이 많으며, 외국인의 특허출원도 타이어, 고무

조성물 분야에 비해 특허 출원 비율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국내 신발산업계의 위축을 의미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신발 산업계는 고부가 가치

의 기능성 신발들이 다량 출시되고 있지만 나이키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또는 아식스 같은 일본

기업체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고무업체들은 기술개발에 따른 고

무산업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외
국업체들보다 우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