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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 통계 분석 

  

배 경

  과학기술통계 보고서는 통계치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각급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결정 

자문부문을 위해 상세한 데이터자료와 신뢰성 정책결정 근거를 제공

하고 있다. 

  2019년 4월 1일부터 과기부의 위챗공식계정인 루이커지(@锐
科技)를 통해 「과학기술통계보고서」(이하 보고서)칼럼을 개설한

다. 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한 최신 과학기술 통계치를 근거로 작

성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R&D투자, R&D 활동 및 산출 등 주

요지표를 다루었으며, 기업,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활동 

통계분석,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통계분석,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기술시장 등 전문 통계분석 그리고 일부 성/시의 R&D 활동현황 

통계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총 14개의 시리즈 자료로 구성되었다. 제4호에서는 

<중국의 특허 통계 분석>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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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 통계 분석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전년대비 3.2% 증가되어 특허 출원량 전체의 

37.4%를 차지하였다. 중국 특허 출원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되었으며 발명특허 출원량과 

등록량이 모두 전년대비 뚜렷하게 상승했다. 국내 발명특허 출원량은 124.6만건으로 전

년대비 3.4% 증가되었고, 발명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8.2% 증가된 32.7만건이다. 기업 

발명특허 출원량도 지속적인 고속성장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국내 기업발명특허 출원량과 

등록량은 각각 전국 발명특허 출원량과 등록량 전체의 63.3%와 61.4%를 차지하였다. 국

내 발명특허 등록량 상위 10위 기업은 전부 내자기업이다. 중국의 1만명 인구당 발명특

허 보유량은 9.8건에 달하였다. 중국의 PCT 국제특허출원량은 4.9만건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였다. 2016년 중국의 삼자특허 보유량은 3,890건으로 세계 제4위이다. 2017년 중

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중국 제외)에서의 특허 출원량은 5,608건이며, 2016년과 비교

하여 16.0% 증가되었다.

1
발명특허출원량은40%에육박하며,�발명특허등록량은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중국 특허출원량은 369.8만건으로 전년대비 6.7% 증가되었다. 그중 발명특허 

출원량은 138.2만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되었으며, 특허출원량 전체의 37.4%를 차지

하였다.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은 전년대비 14.3% 증가된 168.8만건이며, 외장디자인특허 

출원량은 전년대비 3.3% 감소된 62.9만건이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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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중국에서의 3가지 특허출원 총량 변화추이 (2007-2017년)

2017년 중국의 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4.7% 증가된 183.6만건에 달하였다. 그중 발

명특허 등록량은 42.0만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되었으며, 실용신안특허 등록량은 전

년대비 7.7% 상승한 97.3만건이며, 외장디자인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0.70% 감소된 

44.3만건이다.

2
중국내 특허출원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가 
뚜렷이 증가

2017년 국내 특허출원구조는 최근 지속적인 최적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이 지속적인 고속성장추세를 유지하였다. 국내 특허 출원총량은 

전년대비 7.0% 상승한 353.6만건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발명특허 출원량이 전년대비 

3.4% 증가된 124.6만건, 실용신안특허 출원량이 전년대비 14.4% 증가된 168.0만건, 외

장디자인특허 출원량이 전년대비 3.3% 감소된 61.1만건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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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국내외 발명특허 출원량 (2007-2017년)

그림 4-3❙국내의 발명특허 등록량 (2007-2017년)

2017년 국내 특허등록량은 172.1만건으로 전년대비 5.6% 증가되었다. 그중 발명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8.2% 증가된 32.7만건, 실용신안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7.8% 증가

된 96.7만건, 외장디자인특허 등록량은 전년대비 0.76% 감소된 42.6만건이다.

2017년 외국인특허출원자의 중국에서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13.6만건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외국인 발명특허 등록량은 9.3만건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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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특허출원 주체로서의 입지가 확고,발명특허 등록량이 뚜렷이 
증가  

기업의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은 비율로 계속 증가했다. 2017년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7.2% 증가된 78.8만건으로, 국내 발명특허 출원량 전체

의 63.3%를 차지하였다. 국내 기업 발명특허 등록량은 20.1만건으로 전년대비 5.9% 증

가하여 국내 발명특허 등록량 전체의 61.4% 차지하였다.

그림 4-4❙국내 직무발명특허 출원량의 기관유형별 분포도 (2007-2017)

2017년 국내 발명특허 등록량 상위 10위 기업은 전부다 내자기업이다. 국가전력망그룹

의 발명특허 등록량은 3,622건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화웨이그룹과 중국석유

화공그룹(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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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유효특허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

2017년말기준, 중국의 유효특허 총량은 714.8만건에 달하였다. 그중, 국내 유효특허와 

해외 유효특허는 각각 632.4만건과 82.3만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14.4%와 8.6% 상승했

다. 국내 유효특허가운데 유효발명특허는 141.4만건으로 22.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

비 1.4%p 증가했다. 국내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은 외국인특허출원자의 발명특허보유량보

다 110.6% 많았고, 전년대비 22.0%p 증가했다. 

2017년 중국의 1만명 인구당 발명특허 보유량(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은 9.8건에 달

하였으며, 상위 3위 지역은 각각 베이징(94.5건/만명), 상하이(41.5건/만명) 및 장쑤

(22.5건/만명)이다.

5 중국의 PCT 국제특허출원이 지속적인 고속성장 추세 유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통계에 따

르면 중국의 발명가가 2017년에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출원량은 

4만8,905건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했으며 두자리수의 성장추세를 유지했다. 중국의 

PCT출원건수는 미국(5만6,675건) 다음이며, 제3위는 일본(4만8,205건)이다. 2017년에는 

44개의 중국기업이 100건이상의 PCT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6년과 비교하여 18개 

중국기업이 증가했다.

삼자특허보유량은 한 개 국가(지역)의 특허 수준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

다. OCED의 삼자특허를 보유한 41개 국가(지역)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의 삼자

특허건수는 총 5.6만건이며, 그중 35개 OECD회원국이 획득한 삼자특허는 5.1만건으로 

전체의 91.7%를 차지하였으며, EU 28개 국가가 보유한 삼자특허는 1.4만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였다. 국가분포 현황을 보면 일본이 1.7만건, 미국이 1.4만건, 2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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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유량은 삼자특허 전체의 57.2%를 차지하였다. 2016년 중국의 삼자특허건수는 

3,890건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되었으며, 삼자특허 전체의 7.0%를 차지하였으며, 계

속해서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6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상황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중국 제외)에서의 특허출원량은 5,608건으로 2016

년대비 16.0% 증가되었다. 그중, 인도에서 2,724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모든 연선국가

중 출원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에서 특허출원건수가 1,354건으로 전년대비 71.6% 

증가되어 제2위를 차지하였다. 싱가포르, 베트남과 폴란드는 각각 3위 내지 5위를 차지

했고, 특허출원량은 각각 643건, 279건과 144건에 달하였다. 중국의 상위 5개 국가에서

의 특허출원량은 도합 5,144건으로 91.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허출원 구도가 고도

로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서의 특허출원량은 

4,319건으로 2016년과 비교하여 16.8% 증가했다.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일대일로 연

선 국가는 41개에 달하여 2016년 대비 4개 국가가 증가되었다. 

참고자료

§ 我国专利统计分析 (2019.4.5.) 

https://mp.weixin.qq.com/s/zHpjohxvOnBFbyj6TcjU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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