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핵제 의 특허 출원동 향

7- 1. 전체출원동향

핵제의 특허출원동향은 이미 85년에 최고의 정점을 나타내고, 5년 간 계속

감소하다가 92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 간 년마다 증감을 계

속하고 있으나, 년 평균 특허건수는 13건 정도이다. 주요 5개 출원인으로는

UNIT IKA, 코오롱, SUMIT OMO CHEM, 대림산업, 삼성종합화학 등이다.

그림 3- 43. 핵제의 전체출원동향

7- 2. 세부기술별 출원동향

핵제를 유기계와 무기계로 구분하여 특허건수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계는 86년에 이미 일차정점을 나타내고 이후 년마다 증감을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핵제 특허

중의 비율은 63%이다. 무기계는 85년에 이미 최고정점을 나타내고 이후 급

격히 감소는 하였으나 꾸준한 특허출원이 계속되고 있다.



그림 3- 44. 세부기술별 핵제의 출원동향

유기핵제로 적용 가능한 화합물은 유기인계 화합물 및 그 금속염, 지방산 및

지방산 금속염, 알데하이드 화합물과 Polyvinylcycloalkane,

Poly (3- methyl- 1- butene), Polyalkenylsilane 등 고융점 고분자계, 벤질리덴

솔비톨계, 로진계 핵제 등이 있으나, 지방산 및 지방산 금속염은 기존의 화

합물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며, 로진계는 건수가 없어

분석에 있어서는 핵제 시장에서의 주류를 이루는 유기인계와 벤질리덴솔비

톨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미국은 솔비톨계가 중심을 이루고 일본은 인계

가 중심이다. 이것은 솔비톨계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인 Milliken과 일본업체

간의 제3세대 핵제로 불리우는 3,4- dimethyldibenzylidene[DMDBS] 관련특허

(US 61022999 : 일본특허 JP10- 025296A2)의 특허 분쟁관계로 일본에서 솔비

톨계 연구가 위축 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 45. 세부기술별 유기핵제의 출원동향

한국의 유기핵제 관련특허는 1994년 동보화학의 솔비톨 수용액과 벤즈알데

히드를 산 촉매의 존재 하에서 유기용매 중에서 반응시켜 비스(벤질리덴)솔

비톨류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다. 그밖에 1985년 호남석유화학이

출원한 폴리올레핀계 핵제로 벤질리딘 솔비톨계 핵제를 이용하여 투명성이

양호한 폴리 프로필렌 수지 제품의 제조 방법과 삼성 종합화학이 1999년에

출원한 솔비톨계 핵제를 첨가한 가공성과 투명성이 우수한 폴리프로필렌 수

지 조성물이 있으며, 1998년 코오롱이 출원한 핵제로서 비스(파라- 에틸벤질

리덴)솔비톨을 포함하는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수지 조성물이 있다. 인

에스터계는 코오롱에서 1992년과 1994년에 아연페닐포스네이트를 첨가하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헤드 탱크용 수지조성물과 소디움- 2,2`- 메틸렌비스(4,6-

디- 터셔리- 부틸페닐)포스페이트와 소디움 디(4- 터셔리- 부틸페닐)포스페이트

등의 결정핵제를 사용하는 수지조성물 특허가 있다. 1995년에 주식회사 부성

에서 섬유상의 충전제를 함유하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조성물에 핵제로 소

디움- 2,2 ' - 메틸렌- 비스- (4,6- 디- 부틸페닐)포스페이트를 적용한 것 등 모두

핵제 이용에 대한 조성물 특허였다.

미국의 유기계 핵제는 솔비톨계 핵제의 세계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Milliken & Company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일본의 솔비톨계 관련 특허는 T okuyama Soda Co Ltd가 4건, 그 이외에

Fujikura Ltd, Mitsubishi Chem Ind Ltd, T oyo Ink Mfg Co Ltd 등이 1건으

로 모두 응용에 대한 특허였다. 인에스터계 핵제는 Chisso Corp, Idemit su

Petrochem Co Ltd, Sumitomo Chem Co Ltd, T onen Chem Corp, Asahi

Denka Kogyo, Gr and Polymer , Kur ar ay Co Ltd, Mit subishi Petrochem Co

Ltd, Mit sui Petrochem Ind Ltd, T oyobo Co Ltd, Yoshitomi Pharmaceut

Ind Ltd 등 일본의 첨가제 제조업체와 주요 고분자 재료업체가 참여하고 있

어 일본의 경우 유기핵제 분야에서는 인에스터계가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