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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 특허, 독립운동 자금이 되다
- 대전현충원에서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정인호 애국지사 추모식 개최 -

□ 특허청 청장 박원주 은 한국인 제
(

)

1호

특허권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인호

선생(1869.10.~1945.1.)의 애국정신과 한국 특허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ㅇ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100주년,

13일

광복

밝혔다.

74주년,

정인호 선생의 특허등록

오후 3시 대전현충원 정인호 선생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증손녀

4명)들과

박원주

특허청장, 대전현충원장 등이 참석해 선생을 추모할 예정이다.

ㅇ 특허청은 선생의 후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인 제

1호

특허권자로

한국 특허사에 남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선생의 묘역에 상징물을
부착해 특허제도에 기여한 공로도 기릴 계획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제도에

의한 한국인

1호

특허가 역설적이게

민족기업을 성장시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자금원이 됐다”며

ㅇ

“한국인 1호

특허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특허분야에선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200만건에

200만번째

달하는 특허와 새롭게

축적될 특허들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인

1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은,

1908년

초등대한역사 등 교과서를

저술해 민족교육운동에 앞장섰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훈록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정인호 지사 약력]
❑ 정인호(1869.10.~1945.1.) 선생은 경기도 양주출신으로 궁내부 감중관과
청도군수를 지냈고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군수직을 사직하고 독립
운동에 헌신했다.
ㅇ 1908년 초등대한역사 등 교과서를 저술해 교육을 통한 민족교육운동에
힘쓰는 등 교육자, 저술가, 발명가로 활동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 1909년 8월 19일 통감부 특허국에 특허 제 133호로 말총모자 특허를
등록받으며 한국인 특허 1호의 주인공으로 우리 특허사에도 큰 이정표를
남겼다.
ㅇ 일제에 의한 특허제도*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고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았다.

* 당시 우리의 특허제도는 일본에 의해 1908년 한국특허령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이는
일본의 특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권리보호에 주안점을 둔
제도였다. 경술국치후엔 한국특허령을 폐지하고 일본 특허법을 그대로 운영했다.

ㅇ 선생은 한국인 최초의 특허권자로 말총모자, 말총 핸드팩, 말총 토수,
말총 셔츠 등 다양한 말총제품을 제작해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며 민족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독립구국단을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
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
ㅇ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ㅇ 정부는 독립 운동가의 공훈을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 출처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훈록, 한국특허제도사
* 붙임: 추모식 행사 계획안, 일본에 등록받은 말총모자 특허, 말총모자 광고(대한매일신보사)

붙임1

□ 일시 :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애국지사 정인호 추모 계획
2019. 8. 13(화) 15시

□ 장소 : 대전현충원
□ 참석 : 정인호 지사 후손 증손녀
(

4명),

특허청장, 대전현충원장

□ 내용 : 지사 후손과의 간담회 묘역 헌화 한국인 제 호 특허권자 표식 설치
,

,

1

□ 계획
일 정

세 부 계 획

비고

15:00~15:20(20‘) ․후손과의 차담회
- 대전현충원
15:20~15:30(10‘) ․묘역 헌화 및 분향
- 청장, 후손 등
15:30~15:50(20‘)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표식 설치 - 정인호 지사 묘역

붙임2

경술국치 후 일본에 등록받은 말총모자 특허

정인호 지사가 경술국치 후 일본에 등록받은 말총모자 특허 제 19475호
(구 한국특허 제 133호로 통감부 특허국에 등록받은 말총모자 특허로 기록 1909.8.19)

붙임3

한국인 제1호 특허 말총모자 광고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한국인 제1호 특허 말총모자 관련 광고<1> (1909.8.24.)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말총모자 관련 광고<2> (19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