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 활제 의 특허 출원동 향

6- 1. 전체출원동향

활제의 특허출원은 88년까지 증가하다 89년부터 92년(최근 20년 간 최소특허

건수)까지는 계속 감소를 보이고, 93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96년을 정점으로

(3개국특허출원의 정점이 96년임)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에 활발한 특허출원이 있는 분야이다. 80년대 초보다 최근

년 간 출원건수가 약 4배정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5개 출원인으로는 제일모

직, MIT SUIT OAT SU CHEM, ASAHI CHEM, SHINET SU CHEM 및 대림

산업이 있다.

그림 3- 40. 활제의 전체출원동향

6- 2. 세부기술별 출원동향

활제를 지방산계, 무기계, 불소계, 실리콘계등으로 구분하여 특허건수추이를

살펴보았다. 지방산계활제 특허는 96년까지 년도별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96년을 정점으로 97년에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활제 전체특허 중 비율이 8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나머지 무기계, 불소계 및 실리콘계 활제 특허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순위는 무기계, 불소계, 실리콘계의 순이며, 무기계는 특허건수는

적으나 80년대보다는 90년대에 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소계는

82년 6건을 제외하고는 년 간 1- 2건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리

콘계도 불소계와 마찬가지로 년간 1- 2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41. 세부기술별 활제의 특허출원동향

지방족계 활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방산계 활제는 윤활 특성을 지니는 탄소원자 12개 이상의 지

방족 분자쇄를 지니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골격에 부가되는 극성

그룹에 의해 지방족 활제의 분류를 극성기를 지니지 않는 파라핀, 알콜, 지

방산을 탄화 수소로 분류하였고 에스터기의 도입에 의해 극성이 향상된 화

합물을 에스터계로, 아마이드기가 도입되어 최종제품의 표면에 우수한 슬립

성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 아마이드계, 그리고 수지에 따라서는 안정제의

역할을 함께 하는 금속염류로 분류하였다.



그림 3- 42. 지방족계 활제의 특허출원동향

전체적으로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탄화수소계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특허가 활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조성물 응용제품 등을 포함한 것이므로 탄화수소계가 많은 것은 탄화수

소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기보다는 그 응용범위가 넓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른 활제의 경우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

은 금속염계의 비중의 높으며, 미국 및 유럽은 에스터계의 비중이 높다. 한

국이나 일본에 비해 고분자 첨가제 산업에 있어서 첨가제의 제조 비중이 높

은 유럽 및 미국이 에스터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첨가제 제조 분야의 지방

족계 활제 중에는 에스터계에 대한 관심이 타 활제에 비해 높은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