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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5년 연속 세계 5위!
- ‘14년 한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 전년비 6.2% 증가,

전 세계 출원 증가세 크게 웃돌아 -

- WIPO 2014년 잠정 통계 자료 -

2014년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5년 연속 세계 5위 자리를 유지했다.

3월 19일(제네바 현지 시각)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4년 잠정 출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1만 3151건으로 전체 21만 5000건의 6.1%를 점유, 세계

5위를 차지했다.

※ 한국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 (‘13년) 12,386건 → (’14년) 13,151건

1위는 6만 1492건(28.7%)을 출원한 미국이 차지했고, 일본이 42,459

건, 중국이 25,539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전 세계 출원건수는

중국의 두 자리수 증가(18.7%)와 함께 미국, 우리나라의 출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는데, 전체 증가량 중 미국, 중국,

우리나라의 증가량이 93%로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중국 기업인 화웨이(Huawei)와 ZTE

가 3,442건, 2,179건으로 각각 1위, 3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정보통

신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가 전년 대비 183건이 증가한 1,381건으로 전체 1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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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별 출원순위를 보면, 캘리포니아대학교, MIT 등 미국대

학이 1위부터 9위를 휩쓴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92건을 출원하여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상위 50개의 교육기관 중에 서울대학교(10위), 고려

대학교(18위), KAIST(24위) 등 우리 대학이 7개나 차지하는 등 우

리 대학의 연구개발 및 지재권출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마드리드 조약에 의한 국제상표출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7월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출원하기 시작한 헤이그

조약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출원(40건)에

힘입어 가입 6개월 만에 61건을 출원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의 디자인 출원 대국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헤이그 조약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14년도 WIPO 출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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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14년 PCT 출원현황

□ 국제특허출원(PCT)

ㅇ (출원동향) 출원건수 증가량에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이 유일하게

두자리수 증가(18.7%), 영국(9%), 미국(7.1%), 한국(6.2%) 순
* 전체 출원증가량(9700건) 중 미국, 중국, 한국이 93% 차지

ㅇ (국가별) 1위 미국(61,492건,+7.1%), 2위 일본(42,459건,△3.0%), 3위 중국(25,539건,

+18.7%), 4위 독일(18,008건,+0.5%), 5위 한국(13,151건, +6.2%, 5년 연속 5위 유지)

* 전체 215,000건으로 ‘13년 대비 4.5% 증

ㅇ (기업별) 1위 화웨이(중국, 3,442건), 2위 파나소닉(일본, 2,409건), 3위

ZTE(중국, 2,179건), 11위 삼성전자(1,381건), 16위 LG전자(1,138건)

* (‘13년) 13위 삼성전자(1,193건), 15위 LG전자(1,170건), 34위 LG화학(449건)

ㅇ (교육기관별) 非미국대학으로 서울대(92건)가 유일하게 10위권 진입

* 상위 50개 교육기관 중 서울대(10위), 고려대(18위), KAIST(24위), 포스텍(27위), 연

세대(30위), 한양대(42위), 경북대(46위) 등 우리 대학이 7개 차지

ㅇ (기술분야별) 1위컴퓨터(8.4%), 2위디지털커뮤니케이션(7.7%), 전기기기(7.3%)

* 상위 10개 분야 중, 컴퓨터가 가장 큰폭으로 증가(19.4%), 의약분야는 2007년 이후 감소세

□ 국제상표출원(Madrid)

ㅇ (출원건수) ‘14년 47,885건으로(’13년 대비 2.3% 증가) 최고치 경신

ㅇ (국가별) 1위 미국(6,595건), 2위 독일(6,506건), 3위 프랑스(3,802건)

* 미국이 독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으며, 한국은 692건으로 17위

ㅇ (기업별) 1위 Novartis(스위스,281건), 2위 Glaxo(영국,234건), 49위삼성전자(25건)

ㅇ (분야별) 1위 컴퓨터·전자, 2위 영업 서비스, 3위 기술 서비스

□ 국제디자인출원(Hague)

ㅇ (출원건수) ‘14년 14,441건으로(’13년 대비 9.6% 증가) 최고치 경신

ㅇ (국가별) 1위 독일(3,868건), 2위 스위스(3,189건), 3위 프랑스(1,559건)

* 한국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14.7.1) 이후 6개월동안 61건 출원

ㅇ (기업별) 1위 Swatch(스위스,98건), 2위 Procter&Gamble(미국,95건), 6위삼성전자(40건)

* 2개의 아시아 기업이 최초로 상위 10위에 진입(삼성전자 6위, Lenovo(중국) 7위)

ㅇ (분야별) 1위 시계, 2위 포장·용기, 3위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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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14년 PCT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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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참고 3 ‘14년 마드리드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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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참고 4 ‘14년 헤이그 출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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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참고 5 ‘14년 기업별 국제출원(PCT, Madrid, Hague) 통계

□ 국제특허출원(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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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표출원(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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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디자인출원(H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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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참고 6 ‘14년 교육기관별 PCT 출원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