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 산권 분 쟁에 있어서 국제무 역위원 회 (ITC)의 역활

- 효성사 례를 중 심으로 -

특허청 심사3국 반용병 사무관

1. 서론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수많은 지식들의 홍수로 인하여 매일같

이 정보들에 묻혀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간

혹 신문에는 경쟁기업간의 분쟁이 자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외국과의

특허분쟁은 매우 심각하다.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 국내기업은 항상 특허분쟁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

야 하는데, 간혹 이런 점을 등한시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업간의 특허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최

근에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고 국내기업 효성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타어어코드 제품이 미국의 하니웰사와의 특허를 침해했는 지에 대한

판정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효성 사례에 관한 신문보 도기사

(1) 효성, 타이어코드 국제특허소송 승소

(2)효성,하니웰社폴리에스터특허무옴판정 



미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하니웰 사는 2001년 4월 효성이

자신들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법(특허번호 5630976)을 허가없이 사용해

제조한 폴리에스터 강력사(PET Yarn)와 직물(Treated fabric)을 미국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 관세법 337조 절차에 따라 조사를 개시, 해

당 제품의 미국내 반입과 판매를 금지 시켜 줄 것을 ITC에 요청했었다.

(3) 산자강선PU, 美 허니웰社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

3. 국제 무역위 원회

외국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

하기 위한 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건의 등의 산업경쟁력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용



외국물품의 덤핑수입,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특정

물품 및 무역 유통서비스의 수입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

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덤핑률 조사, 산업피해

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의 운용

지 적재 산권 침해 물품 등의 수출 입 , 국내 판매 , 제 조행 위 및 원산 지 표 시위

반 , 수 출입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제 재조 치

(3) 산업경쟁력 영향 조사사업의 수행

특정품목의 국제교역동향, 산업경쟁력변화 추세를 모니터링, 조사, 분석하여

산업피해 발생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사전 대응기능 수행

(4) 국제무역관련 조사연구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각 나라마다 무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는 www .ktc.go.kr, 미국은

www .usitc.gov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미 국 국 제무역 위원회 (U S ITC)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해 주는 제도는 오늘날

미국 · EU · 캐나다에서 잘 발달되어 있으며 그 법적제도는 특히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례로 나타났다. 덤핑규제 법례는 오래되지 않지만 덤핑

내지 이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역사는 일찌기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16세기 엘리자베스 왕조시대의 영국에는 이미 신흥 제지산업을 파괴하기 위

해 외국인이 적자를 내고 지류를 판매하였던 사실을 두고 이를 비난하였던

기록이 있고 또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인이 발틱해역에서 프랑스인을 거래에

서 배제시키기 위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업혁명 전에는 최초로 미국의 도자기 산업이 영국으로부터의 덤핑

에 의하여 실패한 사실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상주의 시대에 있어

서의 관심은 오로지 정부에 의한 수출보조와 수출품에 대한 생산보조 이른

바 '바운티 덤핑(Bounty Dumping)'에 만 국한되었다. 그리하여 사기업에 의



한 가격차별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 이후

의 일로 알려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에 따라 유럽제국의 산업은 정체한 반면 미국의 산

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산업계에서는 전쟁이 종식되자 정부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보조를 받

는 유럽 제국이 전쟁에서 잃은 경제적 기반을 회복하여 다시 시장을 지배하

고 성장과정에 있는 미국산업을 파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유럽제국의 카르텔에 의한 덤핑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자는 움직

임이 높았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 제정된 반덤핑규제 입법이 1916년 반

덤핑법(the Anti-Dumping Act of 1916)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뒤늦게 자본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미국은 건

국 이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채권국으로 등장하게

된 193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고율의 보호관세를 통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16년과 1921년에 각각 제정되었던 반덤핑법의 적용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 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집중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자유화 추세를 보이다가 세계 경제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제2차대전 이후에는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공식 표방하고 세

계 경제를 적극 주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무역상황이 GATT체제의 출범 당시와는 달라졌기 때문

에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등의 각종 회색조치들도

증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GATT는 나름대로 UR라운드를 통해

서 각국은 그들 국내산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피해구제방안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현재는 UR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함에 따라 산업피해구

제제도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투명한 제도적 절차를 확

립 시켜 가고 있다.

미국에 있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은 상무부와 IT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상무부는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참여하고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반덤핑제도·상계 관세제도 및 세이프

가드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에 비견되

는 ITC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독립규제위원회로



서 통상법 제201조 EscapeClause의 운영 ·관세법 제337조에 기한 지적재산

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관세법 제7편에서 규정하는 반덤

핑과 상계 관세제도의 운영 · 농업조정법 제22조에 기한 농무성의 농업 프

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하는 수입에 대한 규제 ·관세법 제332조에 기한 산업

경쟁력조사 등 일반적인 사실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4. 타이 어 코 드란 무 엇인가 ?(효성 홈페이 지 )

일반적으로 타이어는 Bead부분, Belt부분, Side Wall부분, Shoulder부분,

Groove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이어코드지는 Belt부분과

Carcass부분에 주로 사용되는데, 타이어의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 압력

과 충격을 완화해 주며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종의 보강재 역할

을 합니다.

효성에서 생산하는 Tire Cord는 고품질 Tire제조에 필수적인 High

Performance를 갖춘 제품으로, 제품의 up-grade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PET T/ C의 HSP Series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효성과 코오롱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세

계적으로는 1997년 말 미국시장이 쿼터 제한에서 개방되면서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용 Radial Tire 에 많이 사용되는 Polyester

Tire Cord Fabrics 분야에서 효성은 2000년 하반기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

키고 있습니다.



(1) Nylon T/ C Yarn & Fabric

나이론 타이어 코드지는 트럭과 버스용 바이어스 타이어뿐만 아니라 여타

지상 운송수단 용 타이어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보강 소재입니다. 1968년

이래, 효성은 국내외의 타이어 제조사를 대상으로 나이론코드 원사와 생지,

열처리地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효성의 끊임없는 제품혁신은 HMLS 타이

어코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징 - 고강도, 내열성, 고온에서의 강도유지율 다른 소재보다 우수하며 특히

고무와의 접착력이 다른 소재에 비해 우수하며 Ply수가 많은 Bias Tire에 주

로 사용.

용도 - 자전거, 모터사이클, 트럭, 버스, 항공기용 타이어

(2) PET T/ C Yarn & Fabric

1978년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 효성은 Regu lar 타입

과 한차원 발전된 Stable타입(HMLS)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HSP)를 포함

한 폴리에스터 타이어 보강用의 최상의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

발한 열처리 기술을 토대로, 효성의 제품은 뛰어난 접착력을 지닌 것으로 평

가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개발 활동은 고차원의 형태안정성이 높은 폴리

에스터 타이어 코드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징 - 형태안정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타소재에 비해 저렴하고 승용차용

Radial Tire에 주로 사용됨.

용도 - 승용차, 소형 트럭 타이어



(3) 타이어코드지의 역사

(http :/ / www .miraepa.com/ miraepa/ data_a_history_tire.htm, 한국타이어)

최초의 실용적인 공기압 타이어는 1888년 영국의 한 수의사인 존 보이드 던

롭에 의해 고무판으로 호스를 만들어 나무 바퀴에 부착하고 지면과 접촉하

는 부분은 두꺼운 캔버스지로 감싼 타이어를 세발 자전거에 장착하고 시험

주행해 보았다.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다음단계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캔버스지에 고무조각을 붙인 타이어를 만들어 커다란 두발 자전거에 시험해

보았는데 성능이 뛰어나 이것이 공기압 타이어의 탄생이 되었다.

1891년 C.K 웰치가 발명한 비드와이어 타이어는 타이어 발달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1891년 미쉐린 형제도 손힘만으로 탈착이 가능한 특허를 냈으

며, 1904년에는 파이어스톤과 굳이어가 스트레트사이드 와이어 비드타이어를

개발하였고, 1908년도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타이어 메이커가 이러한 제조기

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의 실용화는 35년 뒤인 1948년에 가서야

미쉐린에 의해 이루어졌다. 코드지의 재질은 굵은 면사를 엮은 것을 상용하

였으며, 면사보다 튼튼한 견사는 워낙 가격이 비싸 타이어 코드지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1928년 미국 듀퐁사에 의해 합성반응에 대한 기초이론

이 체계화됨에 따라 1930년대에 들어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연도별로 보면

1948년 이전에 레이온 코드지는 열에 약한 면 코드지의 성질을 보완하면서

시장의 75%을 점유하였다.

1948년 나일론 코드지가 개발 1959년까지 레이온과 경쟁하다 1960년 가격경

쟁에 이겨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에는 폴리에스터의 새로운

코드지가 선보이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강철선인 스틸코드가 주도권을 잡

아 1980년대에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단연 선두에 나섰다.

1972년 듀퐁사에 의해 스틸보다 5배 강한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치수 안정

성도 매우 뛰어난 케브라(Kevlar)라는 폴리아미드계 소재가 개발되었다. 하지

만 워낙가격이 비싸 일부 승용차에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재료, 제조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함께 타이

어의 역학적 성능이 주목받게 되었고, 특히 승용차용 타이어에서는 차량 및

도로의 발달과 더불어 타이어의 고속성, 조종성, 안전성이 개선되어 왔으며

새롭고 경제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타이어가 개발되고 있다.

5. 국제 무역위 원회의 판정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효성은 하니웰사의 미국특허 US 5,630,976

호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나아가서는 특허자체가 무효라는 판정을 얻어냄으

로서, 향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의 독자성을 세계시장에

서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다.

USITC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Investigation N o. 457에 효성과 하니웰의 분

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2002.05.17자에 "No Violation " 이라는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한 원문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6. 향후 검토사 항

효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PET Yarn & Fabric 제품에 대한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게 되었

다.

미국에 대한 승리는 이루어 냈으나,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철저한 특허

관리를 통하여 화섬산업을 부흥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선진국과의 경

쟁에 대비는 물론이고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준비가 필요

한 시점에서 이번 사건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몇가지 불확실한 점이 있다. 물론 필자의 조사 및 분석이 부족한 점이 있지

만, 향후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

먼저 효성이 타이어코드 관련한 특허는 과연 몇 건을 보유하고 있는 가? 그

리고 보유한 특허가 타기업과 차별화될수 있는가? 또한 중국에도 특허출원

이 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 향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전

략은 있는 가?

국제무역위원(ITC)에서의 침해불인정 및 무효판정은 법원에서의 판결과 차이

가 있는 것인가?



참고로 효성에서 출원한 특허공개공보 1개를 살펴본다. 아직 심사청구가 되

어 있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건수가 있겠지

만 여건상 폭넓은 서치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