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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는 고유의 독점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타사

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진입장벽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자산 내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하에서 기업에서 특허

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과거와 달리 기업의 무형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간 스마트폰 관련 특

허소송으로 대표되는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 하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지식재산전략의 효율적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지식재산전략

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재산전략 선행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바

탕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TLC)에 

따른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되, 기업의 전략적 상황(선발업체 또

는 후발업체)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측면에서 세부방안

을 수립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립한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

에 근거하여 MP3플레이어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사례(㈜엠피맨닷컴, 

아이리버 및 애플)에 관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관점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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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발업체의 경우 기술수명주기 상 출현 단계에 있어서 원천특허의 확

보를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성장 단계에 진입한 후 자

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후발업체의 경우 기술수명주기 상 출현 단계에 있어서 경쟁사의 문제

특허 파악 및 회피설계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또한 선발업체의 원천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백분야의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은 자사가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과 관계 없이 자사가 보유한 지

식재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전략에 한정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및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야별 특성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이를 반영한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

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주요어 : 특허,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경영 

학  번 : 2012-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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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이 특정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게 되

는 경우 해당 기업은 해당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유한기간의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 

있어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해당 산업 내 새로운 경쟁기업의 진입을 

배제하는 진입장벽(Barrier to entry) 또는 자사의 경쟁적 우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07년 기준으로 미국 MS社의 경우 PBR1이 약 8, 애플社의 경우 

약 10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하에서(김종년, 한일영, & 정호상, 2008), 최근 특허를 비롯한 지

식재산은 과거의 독점배타적 권리라는 성격보다는 기업의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을 구성하는 자산 중 하나라는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05년 P&G社가 질레트社를 인수할 당시 장부상 가치가 약 28억 달러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유특허, 브랜드 가치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을 감안

하여 약 57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김종년 et al., 2008).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 규모(대표적으로, 상장

                                            

 

 
1

 통상적으로 기업 내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PBR(Price 

Book-value Ratio)를 활용하며, PBR은 해당기업의 주식시가총액을 해당 기업의 장부상 가치

(순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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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존 연구결

과를 좀 더 살펴보면 기업의 특허출원 공시는 기업의 무형자산 규모를 간접적

으로 반영하는 주식가치에 공시일 전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김민조 & 정형찬, 1995), 이와 유사하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

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의 변동여부를 분석한 결과 특허취득을 공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누적초과이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준

수, 2003). 덧붙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비해 특허출원에 의한 경영성과 향상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지속적인 R&D 투자 및 

특허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이기환 

& 윤병섭, 2006) 

아울러, 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의 활동이 기업의 신제

품 개발 등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이형모, 김

명숙, & 김응규, 2012),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무형자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및 기업의 특허

관리역량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성웅현 & 조경선, 2009).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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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됨에 따라 단순히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는 과거의 전

략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일

환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증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

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고 실

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분석함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및 이에 따른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립한 프레임워크 및 이

에 따른 세부방안과 관련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제 사례에 적

용이 가능한지를 입증하고자 하는데, 사례연구는 실제 발생한 현상에 관해 정

성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Yin,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서론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함을 통해 시사점 및 보완점을 

도출한 후 본론에서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프레임워크 및 

세부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덧붙여, MP3 플레이어 관련 3개 업체(㈜엠피맨

닷컴, 아이리버 및 애플)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지식재

산전략의 관점에 한정하여 성공 또는 실패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후 결론

에서 앞서 본론에서 진행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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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헌 고찰 

1.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상기 1.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의 흐름을 

크게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

로 분류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시사점 및 보완점을 도출함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존의 선행연구 흐름 분류 

구분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광의의 지식재산전략 

특징 

 독점배타적 성격을 강조 

 권리 상호간 독립적 관리 

 특허 위주의 전략 수립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

를 형성하거나 타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 

 무형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조 

 권리간 상호연계, 통합적 관리 

 특허 외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에 관한 통합적 전략 수립 

 기업의 경영과 IP전략을 연계

함으로써 수익창출 및 기업가

치 향상에 중점을 둠 

관련연구 

 Granstrand(1999) 

 Gilardoni(2009) 

 Bader 외(2012) 

 Smith 외(2002) 

 Reitzig(2004) 

 James.G.Conley 외(2013) 

기업사례 
 ㈜히타치제작소(Hitachi) 

 질레트(Gilette)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ka) 

 필립스(Phi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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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이란 지식재산이 특허권 등에 기반한 고유의 성

격인 독점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허 위주의 전략을 수립함

으로써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경쟁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는 일본의 히타치제작소2 및 미국의 질레트(Gilette)社3 를 들 수 있는데, 각

종 전기기기 분야의 선도업체인 ㈜히타치제작소의 경우 자사의 주력사업에 있

어서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되는 ‘핵심특허(Essential patent)’를 확보한 이후, 

해당 핵심특허의 대안 또는 응용기술에 해당되는 특허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특허포트폴리오로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더불어 타사

의 진입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특허청, 2011). 또한, 질레트의 경우 역시 히

타치제작소와 유사하게 자사의 면도기에 사용되는 다중 면도날의 구조를 중심

으로 한 핵심특허와 면도날 카트리지, 면도기 자체의 형상 등의 주변기술 관

련 특허까지 포함하는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경쟁사인 쉬크(Schick)

의 제품에 대한 침해소송4을 제기하는 등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

해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성열용, 박종복, & 류태규, 2012).  

다음으로,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이란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적인 성격보다 기

                                            

 

 
2
 www.hitachi.co.kr 

3
 www.gilette.co.kr 

4
 질레트는 ‘03년 8월 쉬크의 ‘콰트로(Quattro)’ 면도기의 4중날 구조가 자사의 ‘마하-

3(Mach-3)’ 면도기의 3중날 구조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미국 보스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06년 8월 질레트와 쉬크는 양사간 비공개합의로 소송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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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무형자산 중 하나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특허 외 상표, 저작권 등 기업

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수익창출과 가치향상에 이

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ka)5와 필립스(Philips)社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다국적 제약회사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자사의 대표적인 위궤양 치료제인 프릴로섹

(Prilosec)에 대해 관련 특허와 더불어 보라색 색채를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

록받은 후 지속적으로 광고를 통해 사용하였으며, 프릴로섹보다 개선된 신약

인 넥시움(Nexium)을 출시하면서도 동일한 보라색 색채를 제품포장 등에 사

용하여 기존 제품에 형성된 브랜드 및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기존 치

료제인 프릴로섹의 경우 P&G사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

는 OTC(Over-The-Counter)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김철호, 박성필, & 고영희, 2011). 필립스의 경우, 자사

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다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으며, 자사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에 기반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자사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는 다른 경쟁사와의 크로스 라이센싱(Cross-

licensing)을 통해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고, 시장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과 관

련된 기술이 보편화된 경우 적극적인 라이센스 아웃(License out)을 통해 수

                                            

 

 
5
 www.astrazenek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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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창출하고 있다(특허청, 2008).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

의 지식재산전략’은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적 성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경우 자사제품과 관련된 특

허 위주의 전략 수립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 또는 타사에 대한 진입장벽

을 형성함으로써 실시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은 

자사제품과 관련된 특허 이외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과 더불어 가치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개념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이

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또는 보완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2.2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 

1.2.2.1 제품수명주기(PLC)7에 따른 IP전략(Granstrand, 1999) 

 

Granstrand (1999)는 특허를 해당기술분야 내 기술적 영역(Technology 

space)에 대한 특정 회사의 독점적 사용권한(Exclusive right to use)으로 정

                                            

 

 
6
 앞서 언급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기업(히타치제작소, 질레트) 

역시 자사 제품의 연구개발흐름에 따라 관련 특허와 더불어 상표, 디자인에 등의 확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본문의 기술내용은 해당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강조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7
 Product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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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으며, 기업은 자사제품의 R&D 단계 또는 자사제품의 제품수명주기

(PLC)에 따라 자사의 독점적 실시와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를 목적으로 한 

특허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Granstrand (1999)는 기업은 자사제품의 R&D 단계(또

는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ranstrand (1999)는 아래의 [그림 1]

과 같이 자사제품의 개발 및 생산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을 선별하여 출원

함으로써 질적 관리를 추구하는 특허확보방식(Sporadic patenting)과 자사제

품의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도출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출원함으로써 양적 팽

창을 추구하는 특허확보방식(Continuous patenting 또는 Follow-up 

patenting) 등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Sporadic pa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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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patenting> 

[그림 1] Granstrand(1999)가 제시한 시계열적 특허확보방식
8
 

 

또한, Granstrand (1999)는 기업의 전략적 상황, 즉 해당 기업이 기술분야

에서 선도업체(Leading company) 또는 후발업체(Catch-up company)인지 

여부에 따라 실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예를 들어, 선도업체의 경우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블랭

킷(Blanketing) 또는 특허포트폴리오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한 반면, 후발업

체의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업체의 연구방향을 저지하는 펜싱

(Fencing) 또는 선발업체의 전략특허가 응용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서라운

딩(Surrounding)이라는 방안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2]와 같다. 

 

                                            

 

 
8
 그림 출처 : Granstrand, O(1999),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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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ranstrand(1999)가 제시한 기업의 특허전략 

유형 주요내용 

Ad-hoc 

Blocking and 

‘Invent around’ 

 

해당 기술분야 내 경쟁사의 전

략특허(X)가 소수 존재하는 경

우, 이를 회피하여 설계함. 

Strategic patent 

searching 

 

해당 기술분야 내 기술적으로 

중요한 전략특허의 경우 회피 

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연

구개발단계에서부터 전략특허 

발굴 및 탐색을 진행함 

Blanketing 

(Flooding) 

 

제품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기술에 대해 대량으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개량된 발명에 

대한 타사의 사용가능성을 낮춤  

Fencing 

 

경쟁사의 R&D 방향을 분석함

에 기반해, 이를 저지하는 방향

으로 특허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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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 

 

타사의 전략특허(X)가 존재하

는 경우, 해당 전략특허의 상업

적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개량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함. 

Combination 

patent network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

호하고, 아울러 타사에 대한 협

상력을 강화함. 

 

1.2.2.2 기업의 특허보유의도에 따른 IP전략(Gilardoni, 2007) 

 

Gilardoni (2007)의 경우 앞서 1.2.2.1절에서 살펴본 Granstrand (1999)

가 기업의 외부상황(선도업체 – 후발업체)에 중점을 둔 기업의 특허전략을 수

립함과 달리 기업의 내부상황(기업의 특허보유의도)에 따른 특허전략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Gilardoni (2007)

는 기업이 자사가 보유하게 된 특허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특

허보유의도(Patent intent),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특허를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특허확보전략(Patenting strategy) 및 기업이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특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특허포트폴리오 운영방침

(Patent portfolio management)라는 세 가치 측면에 따라 총 다섯 가지의 유

형으로 정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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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ilardoni(2009)가 제시한 기업의 특허전략 

유형 
특허보유의도 

(Patent intent) 

특허확보전략 

(Patenting strategy) 

특허포트폴리오 운영방침

(Patent portfolio 

management) 

공세적

(Aggressive) 

방어적 

(경쟁사와의 협상력 

강화) 

자사제품의 주요기술과 관

련된 다수의 특허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감

소함 

특허는 독점배타권이

자,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기업의 의사결

정근거로 활용함 

능동적

(Active) 

방어적 

(라이선스 등을 통

한 수익 창출) 

자사제품의 주요기술 및 응

용기술에 대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함 

특허는 독점배타권으

로 확보하되, 수익(라

이센스료 등)을 창출

하는 도구로 활용함. 

선택적

(Selective) 

공격적 

(경쟁사의 기술선점 

저지) 

타사의 R&D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함 

특허는 회사의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

력으로, 향후 기술트랜

드를 예측함에 기반해 

확보함 

수동적

(Passive) 

방어적 

(혁신의 동기 제공) 

자사제품의 주요기술에 대

해 하나의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함 

특허를 독점배타권으

로써 확보하되, 특허유

지비용 절감을 고려함 

명성기반적

(Reputation-

based) 

방어적 

(회사이미지 향상) 

자사제품의 주요기술에 해

당되는 다수의 특허를 무작위

로 확보함. 

특허를 독점배타권으

로써 다수 확보해, 회

사의 이미지를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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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기술수명주기(TLC)9에 따른 IP전략 (Bader, Gassmann, 

Ziegler, & Rüther, 2012) 

 

Bader et al. (2012)의 경우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

수명주기(TLC)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이때 TLC의 각 단계10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전략적 중요성(Strategic impact)와 투입되는 내부역량의 

크기(Strength of internal resources)가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실시의 자유(Freedom to operate), 경쟁자와의 차별성(Diferentiation) 

및 보유특허의 대외활용(External patent exploitation)이라는 세 가지 측면

에 따른 특허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Bader et al.(2012)에 따른 기업의 특허전략 

구분 세부내용 

탐색단계 

(Explore) 

 [실시의 자유]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특허검색(Patent monitoring)/ 경쟁대상기업의 

기술동향 파악 

 [경쟁자와의 차별화] 자사에서 넓고 개념적인 특허출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탐색 

 [특허의 외부활용] 향후 자사가 보유하게 될 특허와 관련되어  크

로스-라이센스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대상 검토 

                                            

 

 
9
 Technology Life Cycle 

10
 학자들에 따라 TLC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 및 각 단계의 명칭은 다소 상이하나 Bader et 

al,(2012)의 경우 TLC의 단계를 총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상기 5단계는 탐색(Explore) – 창

출(Generate) – 보호(Protect) – 최적화(Optimize) – 쇠퇴(Decline)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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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단계 

(Generate) 

 [실시의 자유] 자사의 R&D방향에 따른 좁은 범위의 특허검색

(Patent scanning) 

 [경쟁자와의 차별화] 경쟁기업 또는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전략특허(Strategic patent)의 츨원 

 [특허의 외부활용] 자사 보유 특허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는 크로스-라이센스 대상특허 파악 및 가능성 조사 

보호 단계 

(Protect) 

 [실시의 자유] 자사의 해당 기술분야 내 기술적 선점을 고려/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라이센스-인 가능성 검토 

 [경쟁자와의 차별화]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원천특허(Basic 

patent) 및 특정 응용분야에 관한 특허를 조합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 

 [특허의 외부활용] 장기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기술분야 내 업체

로의 라이선스-아웃 가능성 검토 

최적화 단계

(Optimize) 

 [실시의 자유] 경쟁사의 관련특허(개량발명, 변형발명)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경쟁자와의 차별화] 비용-수익 비율에 따라 자사의 특허포트폴리

오에 대한 검토/ 자사기술의 대체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특허의 외부활용]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 같은 기술분야 내 다른 

업체로의 라이센스-아웃 가능성 검토 

쇠퇴 단계 

(Decline) 

 [경쟁자와의 차별화]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자사의 보유특허 실사 

후 포기  

 [특허의 외부활용] 다른 업체로의 라이센스-아웃 및 특허 매각 

 

아울러, Bader et al. (2012)은 앞서 제시한 세부방안을 효율적으로 실행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기업의 활동 및 시장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내 IP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제품개발 및 사업모델개발 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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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 

1.2.3.1 기업의 핵심역량(Core capabilities)와 IP전략의 

연계(Smith & Hansen, 2002) 

 

Smith and Hansen (2002)은 지식경제사회 하에서 기업이 평균수익 이상

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독창적인 가치(Unique 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역량(Core capabilities)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핵심역

량은 아래의 [그림 2]에서 볼수 있듯이제품의 차별화 또는 독창화에 기여하

는 역량(Techinal ‘Know-what’), 제품의 서비스 향상 또는 품질 관리에 기

여하는 역량(Operational ‘Know-how’)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림 2] Smith and Hansen(2002)가 제시한 핵심역량(Core capability)의 개념
11

 

                                            

 

 
11

 그림 출처 : Smith and Hansen(2002),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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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mith and Hansen (2002)은 전술한 기업의 핵심역량에 부합하

는 IP만이 기업에 있어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인 지식재산관리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부합되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핵심역량에 

포함되는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평가하는 것(Generating, Protecting and 

Valuing IP)이라고 정의하였다. 

 

1.2.3.2 기업의 내부∙외부 상황을 고려한 IP전략 (Reitzig, 2004) 

 

Reitzig (2004)의 경우 기업의 자산 중 하나인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우위의 확보, 기업의 외부흐름 및 기업의 내부흐름이

라는 세 가지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에 있

어서도 앞서 언급한 전략적 측면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제에 근거하여 세부방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Reitzig(2004)에 따른 기업의 특허전략
12

  

전략적 상황 전략적 과제 지식재산전략 옵션 

경쟁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경쟁

적 우위의 확보 및 유지에 어떻

게 도움이 되는가? 

 브랜드의 창출 

 IP의 조합 

 IP에 기반해 사실상의 표준 수립 

 IP에 기반해 기술을 주도 

                                            

 

 
12

 출처 : Reitzig(2004),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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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 

(External 

context)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해당 

산업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 

 IP를 통해 시장점유율 장악 

 기술복합적 산업에서 IP를 협상카

드로 활용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해당 

산업 내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응옵션을 제공하는가? 

 IP를 통해 수직적 차별화 

 IP를 통해 수평적 차별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시장

의 진입장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특허의 누적적 확보를 통해 형성 

 특허와 상표의 조합을 통해 형성 

 기술분야의 뛰어난 인재 섭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밸류

체인 상의 수직적 권력을 확보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밸류체인 상의 다른 기업에게 기업

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 

내부 환경 

(Internal 

context)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실행을 위해

서 어떠한 조직구조가 필요한가? 

기업 전체 차원/단위 사업부 차원 

각각의 IP관리 전담부서를 형성 

 

1.2.3.3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IP전략(Conley, Bican, & Ernst, 

2013) 

 

Conley et al. (2013)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고, 또한 이를 마케팅과 연관함으로써 해당 지식재산과 관련

된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다른 제품에 

활용하며, 더 나아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가치 순환(Value articulation)’ 프레임워크를 다음 페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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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3] Conley et al.(2013)의 ‘가치 순환(Value articulation)’ 프레임워크
13

 

 

보다 구체적으로, Conley et al. (2013)는 해당 기업의 제품과 관련된 기술

에 대해 특허 등을 확보하되, 특허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멸하는 

유한한 권리인 점을 고려하여 특허에 형성되는 고객의 가치(예를 들어, 제품

의 성능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일정 요건 하에서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상표 등의 다른 지식재산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의 출시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향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기 ‘가치 

순환’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의 [표 6]과 같다. 
                                            

 

 
13

 그림 출처 : Conley et al.(2013),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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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Conley et al.(2013)의 ‘가치 순환(Value articulation)’ 프레임워크의 구성 

구분 내용 

가치 이전 

(Value transference) 

회사가 보유한 개별 특허에 의해 형성된 소비자의 평가를 상표

에 누적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브랜드에 관한 소비자 선호를 형

성하는 단계 

가치 전환 

(Value translation) 

회사가 보유한 개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해당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키는 단계 : ‘우리

회사가 보유한 IP를 통해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시

장점유율을 높일 것인가? 

가치 수송 

(Value transportation) 

회사가 보유한 개별 특허 등 지식재산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단계 : ‘우리 회

사가 보유한 IP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Conley et al. (2013)는 ‘가치 순환’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일 예로 

몬산토社를 제시하였는데14, 1990년대 이후 물질 관련 특허에 기반해 제초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몬산토(Monsanto)社는 해당 제품에 ‘라운드업

(Roundup)’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가치 이전’), 

이후 다양한 농업 관련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다

(‘가치 전환’). 이후, 몬산토社는 신규시장인 종자시장에 진출하면서 DNA기

술에 기반해 개발한 자사의 ‘라운드업’ 제초제에 관한 내성이 있는 제품에 ‘라

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라운드업’ 

                                            

 

 
14

 Conley et al.(2013),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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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누적된 자사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가치 수송’), 

이를 통해 몬산토社는 과거 90년의 역사를 지닌 화학기업에서 농업분야를 주

도하는 혁신적인 생명공학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3 선행문헌의 시사점 및 보완점 검토 

 

먼저, 앞서 1.2.2절에서 살펴본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저자 주요내용 및 시사점 

Granstrand (1999) 

 기업의 특허전략은 시계열적 형태가 바람직함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의 전략적 상황(선도업체 – 후발업

체)에 따라 실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Gilardoni (2007)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의 특허보유의도, 특허확보방안, 특

허포트폴리오 운영방침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Bader et al. (2012)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

(TLC)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의 특허전략은 경쟁자와의 차별화, 실시의 자유 및 특

허의 외부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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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표 7]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Granstrand 

(1999) 및 Gilardoni (2007)의 경우 기업이 자사가 처한 상황 하에서 특허

를 어떻게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상표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및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사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관한 세부방안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Bader 

et al. (2012)의 경우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수명주기(TLC)에 따라 

구체화한 특허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

업의 보유특허에 한정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1.2.3절에서 살펴본 ‘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저자 주요내용 및 시사점 

Smith and Hansen 

(2002) 

 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의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의 전략적인 지식재산관리는 기업의 핵심역량에 부합

하는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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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zig (2004)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경쟁적 우위의 확보,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에 부

합하는 전략적 과제에 관한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

람직함 

Conley et al. (2013)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상표 등의 지

식재산을 상호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

하는 ‘가치순환’ 프레임워크 하에서 수립되어야 함 

 기업은 자사의 특허를 통해 축적된 소비자의 신뢰를 상표

등에 이전하여 상호연계하며(가치이전), 자사의 지식재산

을 통해 기존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거나(가치전환),

새로운 제품 출시시 활용하는 것(가치수송)이 바람직함  

 

위에 제시한 [표 8]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광의의 지식재산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면, Smith and 

Hansen(2002)의 경우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의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핵

심역량과 지식재산전략의 연계를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기업

의 지식재산이 어떻게 핵심역량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이에 따른 세부전략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Reitzig(2004)의 경우 Smith and Hansen(2002)에 비해 기업의 지

식재산전략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해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바람

직하나, 기업이 자사의 R&D 과정 하에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창

출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

이 있다. 아울러, Conley et al. (2013)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어

떻게 무형자산화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인지에 관한 전체적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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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Reitzig(2004)와 마찬가지로 기업

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기존 선행문헌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함에 

비추어볼 때, 기업이 자사의 독점적 지위와 더불어 실시의 자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전술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이 적합하며, 아울러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 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는 차원에서는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전술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양자택일하

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사의 지식재산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에 따른 결과 또는 

기업이 진행한 연구개발에 따른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되어 보유하고 있는 기술(구체적으로, 기업이 개발하고

자 하는 특정 제품의 생산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형 등과 관련된 기술)의 흐

름 또는 수명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의 수명흐름에 따라 시계열적 형태의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외부환경(예를 들어, 경쟁기업의 연구개발방향 또는 제품

출시현황)과 내부환경(예를 들어, 기업의 특허확보방안)에 관한 측면을 반영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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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본 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 아래 앞서 1.3

절에서 기존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기업의 바람직한 지식

재산전략 프레임워크가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도

출하였다. 

 

 

[그림 4] 본 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의 주요 개념 

 

위의 [그림 4]에서 도식화한 바와 같이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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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식재산전략을 연계시키기 위해 기술수명주기(TLC)의 개념 15 을 고려한 

시계열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기업의 전략적 상황(기업이 해

당 기술분야 내 선발업체 또는 후발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적합한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은 자사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에 있

어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되, 지식재

산의 창출 및 보호 측면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전술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전술한 ‘광의의 지

식재산전략’의 개념을 활용하여 세부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림 5] 기술수명주기(TLC)와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관계
16

 

                                            

 

 
15

 본 연구에서 도입하는 TLC의 개념은 Chesbrough (2006)가 제시한 것으로, 출 출현

(Emerging) – 성장(Growth) – 성숙(Mature) – 쇠퇴(Decline) 총 4단계로 구성된 TLC의 개

념을 제시하였다. 
16

 Cao and Zhao (2011), p.257 참고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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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수명주기(TLC)

와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의 연관관계를 요약하면 위의 [그림 5]와 같다.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기술수명주기(TLC)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

업은 자사의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기술이 출현(Emerging) 단계17에 해당되는 

경우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해

당 기술분야 내 연구의 흐름과 경쟁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천기술을 

탐색하고, 발견된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및 권리확보 또는 타사의 원천기술 관

련 특허매입18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함으로써 실시의 자유를 확

보하고, 자사와 경쟁이 예상되는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사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Growth) 단계 19 에서는 기업은 자사가 확보한 원천기술과 

관련된 특허(이하, ‘원천특허’)와 더불어 해당 원천특허와 관련된 응용기술(또

는 개량기술)과 관련된 특허(이하, ‘응용특허’ 또는 ‘개량특허’)를 확보함으로

써 독점적 지위를 강화20하며, 아울러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및 상

                                            

 

 
17

 Chesbrough (2006)는 출현(Emerging)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

술적 표준이 수립되어있지 않으며, 연구방향에 따른 기술적 위험이 큰 단계라고 정의했다. 
18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네덜란드의 리쿼비스타(디스플레이 관련) 및 미국의 그란디스(메

모리 반도체 관련), 2011년 우리나라의 메디슨(의료기기 관련)을 인수합병함으로써 해당 회사

가 보유중인 원천기술 및 특허를 획득했다<출처 : 김범태 and 최서희 (2012), p.7> 
19

 Chesbrough (2006)는 성장(Growth)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기술적 표준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연구방향에 따른 기술적 위험

이 감소하는 단계로 정의했다. 
20

  예를 들어, IBM의 경우 자사의 연구방향과 관련된 발명에 관해 다출원전략(Blanketing)을 

유지하면서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등록특허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2

년 기준으로 10억 7400만 달러(약 1조 1200억원)의 기술이전 및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 

<자료 출처 : IBM Annual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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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창출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은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수 진입하게 되는 경쟁기

업을 저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보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숙(Maturity) 단계21에서는 기업은 경쟁기업의 모방을 적극적

으로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며,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예를 들어, 특허풀의 형성)을 통

해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 측면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

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성에 의존한 권

리행사보다는 시장의 수요가 정점에 도달한 단계이므로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

산의 라이센스-아웃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을 

고려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Decline) 단계22에서는 기업은 자사가 보유중인 지식재산

에 관한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을 절감하고 자사의 사업방향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더 나아가 자사가 보유중인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활용에 중점을 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 수립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

                                            

 

 
21

 Chesbrough (2006)는 성숙(Maturity)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규모가 최대점에 도달하며 기술표준

의 수립이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연구방향에 따른 기술적 위험이 낮은 단계로 정의했다. 
22

 Chesbrough (2006)는 쇠퇴(Decline)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기술표준이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 위험이 증가하는 단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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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전략적 상황에 따라 외부환경에 관련된 구성요소인 

경쟁기업 대응(차별화), 내부환경에 관련된 구성요소인 IP확보방안 및 IP관리

방안 등 총 세 가지의 측면을 고려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6]와 같다. 

 

 

[그림 6] 본 연구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프레임워크의 전체구성 

 

먼저, 출현 단계에 있어서 기업은 자사의 독점배타적 지위의 형성 및 실시

의 자유 확보를 위해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기업

의 전략적 상황이 선발업체인 경우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원천

특허의 확보를 실행하여야 하며, 기업의 전략적 상황이 후발업체인 경우 기존 



29 

선발업체의 원천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설계 또는 원천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공백기술의 창출과 함께 이에 따른 회피특허 또는 공백특

허의 확보를 실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반을 전담할 

수 있는 IP전담조직의 수립23을 통해 기술동향의 파악과 더불어 발명평가제도

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단계에서 있어서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개량

특허 및 응용특허의 확보를 통해 자사의 독점배타적 지위를 강화하고, 타사와

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을 확보하며, 자사의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선

호(또는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상표를 아울러 확보하는 ‘협의의 지식재산전

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다 상세하게, 기업은 앞서 출현 단계에서 확보한 자사의 특허를 보다 효

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때 기업의 전

략적 상황이 선발업체인 경우 자사가 확보한 원천특허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

호하기 위한 응용특허 또는 개량특허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24을 실행하여야 하며, 후발업체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선발업체와

의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선발업체의 연구개발방향을 저지할 수 있거나 향후 

크로스-라이센스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23

 예를 들어, 일본의 글로벌 통신 및 전자업체인 NEC의 경우, 2002년 4월 본사 내 ‘지적자

산사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각 사업별 특허전략을 총괄하는 CPO(Chief Patent Officer)아

래 약 4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기존의 지식재산전략 수립 뿐만이 아닌 신사업개발, R&D

프로제트 선정관리까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출처 : 특허청 (2011), p.190.> 
24

 성장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의 특허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예로 

Granstrand(!999)가 제시한 블랭킷(Blanket) 또는 특허포트폴리오 네트워크(Combination 

patent network)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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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팽창25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전략적 상황과 관계 없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기업은 자사의 

제품 외형에 관한 디자인 및 자사의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이미지 및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상표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숙 단계에서 기업은 앞서 출현 및 성장 단계에서 양적으로 팽

창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한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둔 ‘협의의 지식재산

전략’과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에 상표 및 디자인 등 이외의 지식재산을 통합

적으로 연계시킨 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관리하는 ‘광의의 지식재산

전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해당 기술분야 내 영향

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의 제휴 26(예를 들어, 타사와의 크로스-라이센스 

또는 특허풀의 형성)를 고려하여야 하며, 성숙 단계의 경우 시장의 수요 및 

제품과 관련된 기술적 완성도가 정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경쟁회사와의 차별

화를 위한 제품의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양적 팽창을 통해 확보한 지식재산에 관해 자사의 사업방향에 부합

하는 지 여부에 따른 실사 및 유지평가를 통한 질적 관리27를 수행하여야 한

                                            

 

 
25

성장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의 특허프토폴리오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예로 

Granstrand(!999)가 제시한 펜싱(Fencing) 또는 서라운딩(Suttounding)을  들 수 있다. 
26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의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0년 퀄컴(반도체칩), 코닥

(휴대폰 카메라), 샤프(LCD) 및 2011년 IBM과 MS(휴대폰 운영체제)과 각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출처 : 김범태 and 최서희 (2012), p.7> 
27

 예를 들어, 히타치제작소의 경우 자사의 핵심기술이며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인 약 5개 내

외의 전략특허(Strategic patent), 상기 전략특허의 개량 또는 응용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로 형

성된 1차 특허장벽 및 전략특허 및 1차 특허장벽과 관련되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주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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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향후 사업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유지비용의 절감을 위해 권리릎 

포기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사가 확보한 지식재산의 라이센스-아웃을 통

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 단계에서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하여 기

업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기업은 자사 제품의 신뢰, 이미지를 훼손하는 유사상표 또는 유사제

품에 관한 권리행사 등을 포함한 브랜드 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

업은 자사가 보유중인 기술의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사의 연

구방향과 관련된 유망기술의 탐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

사가 보유중인 특허 등에 대한 매각 또는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포기를 고려

하여야 한다. 

  

                                                                                                                        

 

 
에 관한 2차 특허장벽으로 약 300개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질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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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연구의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에 따른 

세부방안 

 

앞서 2.1절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발업체의 

지식재산전략 세부전략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본 연구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세부방안(선발업체) 

 

먼저, 출현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자사

의 연구방향 결정을 위한 기술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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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요경쟁사의 특허출원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의 발표논문까지 포

함하여 넓은 범위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IP 확보 측면에서 

자사의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원천특허를 출원하거나 자사의 연구방향에 부합

하며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해당

회사로부터의 특허매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IP 관리 측면에서 기업은

자사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재산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IP전

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 IP전담조직은 연구부서의 협력 하에 해당 분야

의 기술동향 에 부합하는 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발명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IP전담조직의 주도로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의 선행특허에 저촉되는 지 여부 

및 자사의 특허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를 바탕으로 IP 확보 측면에서 경쟁사의 선행특허와 저촉되지 않으며 자사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개량특허 또는 응용특허를 확보하며, 아울러 자사의 제품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및 상표의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덧붙여, 

기업은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다 견고히 강화하기 위해 시장 수요의 성장에 

따른 기술표준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IP 관리 측면에 

있어서 IP전담조직의 주도하에서 원천특허와 관련된 개량특허 또는 응용특허

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때 경쟁

사의 연구방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특허를 확보하거나(Fencing), 경쟁사의 

실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자사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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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확보하는 것(Blanketing)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숙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업체가 자사의 보유특허를 

침해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경쟁업체의 침해가 예

상되거나 현실화되는 경우 특허소송 및 분쟁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

지하여야 한다. 덧붙여, IP 확보 측면에 있어서 경쟁업체와의 특허분쟁에 대비

하기 위해 경쟁업체가 취약한 분야 또는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선행특허 등을 매입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공격적 목적의 특

허풀 형성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 수요가 최대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의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IP관리 측면에 있어서 출현 및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확보한 자사의 특허, 상

표 및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연계한 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불필

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실사 및 유지평

가를 통해 보유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질적 관리를 추

진하여야 한다. 이때, 자사의 사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지식재산의 경우 다

른 업체로의 라이센스-아웃을 통한 로열티 수익의 창출 역시 적극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자사의 신규사업을 위한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 보유중인 제품의 특허, 상표 등에 누적되어 있는 자사의 이미지 관리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 중 다른 기업에 매

각이 가능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창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35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후발업체의 지식재산전략 세부전략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본 연구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세부방안(후발업체) 

 

먼저, 출현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는 경쟁기업과의 대응 측면에 있어서 특

허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 또는 연구분야와 관련되어 

동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경쟁기업의 선행특허(이하, ‘문제특허’)를 모니

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쟁기업이 확보

하지 못한 공백분야를 탐색하기 위해 논문 등을 통한 기술동향 모니터링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IP 확보 측면에 있어서 경쟁사의 문제특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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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기업의 선행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설

계(Inventing around) 또는 공백기술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8, 자사의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거나 자사의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타사의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관한 권리성 및 기술성 분석(매입특허조사)에 따

라 필요시 특허를 매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후발업체는 

앞서 언급한 선발업체와의 특허분쟁을 최소화하며 아울러 자사의 독점적 지위

를 구축하기 위한 회피설계 및 공백기술의 확보를 위해 IP전담조직을 정비하

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는 경쟁업체과의 대응 측면에 있어

서 자사의 제품이 선발업체의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선행기술

조사 및 저촉여부 분석을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확보한 선행기

술을 통해 출현 단계에서 파악한 경쟁사의 문제특허를 무효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IP 확보 측면에서는 출현 단계에서 탐색된 공백분야 

관련 기술에 관한 공백특허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표준 수립이 논의되는 경

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선발업체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자사가 

확보한 회피특허 또는 공백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관한 관련된 

개량특허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선발업체의 연구방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특허를 확보하거나(Fencing), 

                                            

 

 
28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대상 기업인 애플의 경우,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출한 후발

업체로서 선발업체가 선점하지 않은 공백분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 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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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발업체의 원천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응용분야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

는 것(Surrounding)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숙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는 경쟁업체와의 관계 측면에서 선

발업체와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출현 및 성장 단계에서 축적된 기술동

향 모니터링 또는 저촉여부분석 결과에 근거해 비침해 또는 특허의 무효를 입

증하거나, 또는 성장단계에서 구축한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에 근거해 경쟁사

와의 크로스-라이센스 협상을 추진하거나 경쟁사에 관한 대응방안으로써 자

사의 특허권에 기반한 권리행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발업체는 IP 

확보 측면에서 다른 후발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어적 목적의 특허풀

(다시 말해, 선발기업의 권리행사에 대응하거나 협상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의 특허풀)의 형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품의 수요가 정점에 달했으

므로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제품디자인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 역시 2.3.1절에서 언급한 선발업

체와 동일하게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신규사업

을 위한 유망기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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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연구 : MP3 플레이어   

2.3.1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기업 및 선정이유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MP3 플레이어 관련 국내외 기업

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측면에 한정하여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성

공적이었는지 또는 실패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앞서 2.2절에서 제안한 본 연구

의 프레임워크 및 세부방안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덧붙여, 본 연구

의 대상기업은 우리나라의 ㈜엠피맨닷컴29, 아이리버(iRiver)30 및 미국의 애

플(Apple)社로 선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기업 중 ㈜엠피맨닷컴의 경우 

2000년 당시 해외 주요 벤처캐피털로부터 원천기술 확보를 인정받아 약 80

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31 , 미국의 컴퓨터분야 저명잡지인 바이트

(Byte)紙가 1998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세빗(CEBIT) 출품작 중 ‘MP맨’ 

제품을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분야 우수작으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32 , 더 나아가 외장메모리(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저장용량의 

확장이 가능한 개량제품(모델명 : MP-F20) 등 다수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29

 새한정보시스템은 2000년 MP3 플레이어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하던 오디오기기사업부를 ㈜

엠피맨닷컴으로 분사시켰다. 
30

 당초 회사명칭은 레인콤이었으나, 이후 회사의 MP3 브랜드 명칭이었던 아이리버로 회사명

칭을 변경하였다. 
3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00000039129754&type=det 
32

 전자신문, 새한정보 “MP맨” 히트예감, 1998년 04월 16일자 기사 

<출처 : http://www.etnews.com/news/etc/1514391_1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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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하는 등 MP3 플레이어의 출현 당시 다른 회사에 비해 앞선 기술력을 선

보이고 있는 선발업체였다. 

아이리버(iRiver) 는 1999년 설립된 이후 초창기에는 MP3 CD 플레이어를 

생산해왔으나, 2002년 9월 최초의 MP3 플레이어 제품(제품명 : iFP-100, 

‘프리즘(Prism)’)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출했으

며, 최초의 제품을 출시한 지 2년만인 2004년 매출액이 4500억원을 돌파하

는 등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MP3 플레이어의 원천특허를 보유

한 ㈜엠피맨닷컴을 인수하였으며, 플래시메모리방식 MP3 플레이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벤처기업

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후발업체였다. 

이에 비해, 현재 MP3 플레이어 세계시장에서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

보한 ‘아이팟(iPod)’33을 통해 시장지배적 업체로 성장한 애플의 경우, ㈜엠피

맨닷컴보다 2년 늦은 2001년 최초의 제품인 ‘아이팟 클래식(iPod Classic)’

을 출시하였다. 애플은 2006년 경쟁업체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

(Creative technologies)와의 MP3 플레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분

쟁에서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경쟁사인 삼성전자 등

으로부터 부품을 수급하여야 하여 가격결정력이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많은 후발업체 중 하나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대상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엠피맨닷컴의 경

                                            

 

 
33

 ‘12년 9월 기준 아이팟의 누적판매량은 약 3억 5천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 http://www.statisticbrain.com/apple-computer-company-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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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04년 7월 아이리버(iRiver)에 인수됨에 따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실패

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엠피맨닷컴을 인수한 아이리

버 역시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력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높은 세계시장점유율

을 기록했었으나, 애플의 ‘아이팟 나노’ 출시에 의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급속

히 잃게 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등 경쟁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애플의 경우 2001년 ‘아이팟 클래식’의 출시 이후 아이리버에 

잠시 미국시장 점유율 1위를 내어주기도 하였으나, 컴퓨터 내 MP3 음원관리, 

음원구매 및 재생이 통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iTunes)’와 ‘아이

팟’ 제품의 결합을 통해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구축함에 따라 2005년 MP3 

플레이어 세계점유율 1위에 등극하게 되었으며34, 이후 현재까지 70% 이상의 

점유율으로 시장지배적 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기업의 대표적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업체가 MP3 플레이어 관련 선발업체 또는 후발

업체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는지에 관해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여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덧

붙여, 본 연구의 사례대상 기업인 ㈜엠피맨닷컴, 아이리버 및 애플이 최초로 

출시한 MP3 플레이어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9]와 같다. 

                                            

 

 
34

 05년 기준 MP3 플레이어 세계시장점유율 순위는 애플(51%),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

(13%), 삼성전자(7%), 아이리버(6%), 소니(5%) 및 기타업체(18%) 순이었다. <출처 : 무역

위원회 (2006) ,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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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례분석 대상기업의 MP3 플레이어 제품 비교 

구분 
㈜엠피맨닷컴 

(제품명 : MP-F10) 

아이리버 

(제품명 : iFP-100 )‘ 

애플 

(제품명 : iPod classic 

1세대) 

제품사진

35
 

   

출시일 1998.02 2002.09 2001.10 

저장용량 

및 저장

매체
36

 

16MB/32MB 

(플래시메모리 방식) 

128/256/512MB 

(플래시메모리 방식) 

5GB 

(HDD 방식) 

크기 및

무게 

70mm(폭) *90mm(길이)  

* 16.5mm(두께)/65g 

28.5mm(폭)*90mm(길이) 

* 31mm(두께)/ 32g 

61.7mm(폭)*102.1mm(길

이) * 19.8mm(두께) / 184g 

재생지원 MP3 MP3, ASF, WMA MP3, WAF, AIFF 

재생시간 
약 6~7시간 

(전용충전지) 

약 20시간 

(AA건전지) 

약 10시간 

(내장배터리) 

PC연결 패러렐 포트 USB1.1 IEEE1394(Fire-wire) 

                                            

 

 
35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 htpp ://en.wikipedia.org> 
36

 MP3 플레이어를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는 MP3파일을 기록 및 저장하는 저장매체로, 당시 

㈜엠피맨닷컴에서 출시한 ‘MP맨’의 경우 플래시메모리를 사용하였으며,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

팟(iPod)’의 경우 하드디스크(Hard Disk Drive; HDD)를 저장매체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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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술적 배경 및 시장상황 

 

MP337 파일은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 등이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음성 압축 코덱에 대응되는 파일 형식으로 비교적 낮은 

비트레이트(Bit-rate)에서도 양호한 수준의 음질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어 현재까지도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음원 파일 형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1998년 이전까지 MP3 파일은 컴퓨터에서만 재생이 가능했으며, 

이후 MP3 재생기기의 과도기적 형태로 MP3 파일을 레코딩한 CD를 재생가

능한 MP3 CD플레이어가 등장했다. 현재와 같이 MP3 파일의 재생이 가능함

과 동시에 휴대성이 보장되는 MP3 플레이어의 경우 ㈜엠피맨닷컴(舊 새한정

보시스템)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와 전략적 제휴를 거친 개발에 의해 

1998년 2월에 시장에 출시한 ‘MP맨’(모델명 : MP-F10)이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이었다38.  

하지만, ㈜엠피맨닷컴의 제품 출시 이후 MP3 플레이어를 생산하는 2002년 

기준으로 국내에만 47개에 달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MP3 플

레이어의 시장규모 역시 아래의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을 경과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37

 MP3은 MPEG(Motion Pictures Expert Group)-1 Audio Coding layer 3의 줄임말이다. 
38

 1997년 당시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

(대표 : 황정하)이었으나 제품 사업화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 새한정보시스템과 전략적 제

휴를 맺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 제품의 완성 및 상용화를 추진하였으나, 제품출시 

직전인 1998년 초 디지털캐스트와의 새한정보시스템 간의 전략적 제휴는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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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P3 재생기기 세계시장 규모(1999~2010)
3940

 

 

㈜엠피맨닷컴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인 99년 당시 MP3 플레이어를 포함한 

MP3 재생기기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85만대에 불과했지만, 이후 07년까지9

년 동안 연평균성장률(CAGR)41이 약 72%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i-Phone)’으로 대표되는 MP3 

재생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시장조사기관인 IDC

                                            

 

 
39

 자료 출처 : 무역위원회 (2006)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도자료<MP3 플레이어 최초로 개

발하고도 3조원 날려, 2012.07.17일자 배포> 를 참고하여 재정리 
40

 ‘06년 이후 통계수치는 세계 25개 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를 대상으로 MP3 

재생이 가능한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의 시장규모를 포함한 값이다.   
41

 Compound Annual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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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이후 MP3플레이어 세계시장규모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지속적

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  

 

2.3.3  (주)엠피맨닷컴(선발업체)  

 

㈜엠피맨닷컴은 앞서 2.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P3 플레이어 분야에

있어 최초의 상용화된 제품을 출시한 선발업체였으며, 제품개발과 동시에 특

허출원을 진행하여 애플이 최초의 제품인 ‘아이팟’ 1세대를 출시한 시점인 

2001년 이미 MP3 플레이어 관련 원천특허를 한국 외 다수 국가에 확보한 

상황이었다42.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MP3 플레이어 제품을 출시

함으로써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9년 당시 지식재산의 창출에 중

점을 두고 원천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구

축하였다는 점에서 기술의 출현 단계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에 중점

을 두고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 및 실행한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엠피맨닷컴의 경우 제품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원천특허를 확

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 경쟁기업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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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주)엠피맨닷컴은 2001년 한국에서 등록된 한국등록특허 0287366호(엠피이지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부록 1.1] 참고), 0293158호(다양한 기능을 갖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부록 1.2] 참고) 및 한국등록특허 0366243호(컴퓨터 음악파일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 장치, [부록 1,3] 참고)와 관련하여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 패밀리출원

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유중인 상황이었다. 



45 

진입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원인을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엠피맨닷컴의 경우 기술의 창출 단계에 있어서 원천특허를 확보하

였으나, 이후 성장 단계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응용특허나 

개량특허의 확보에 소홀하여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지 못하였

으며, 아울러 제품의 상표 및 디자인권의 확보를 통한 지식재산포트폴리오의 

형성에 실패했다. 

 

 

[그림 10] ㈜엠피맨닷컴의 MP3 관련 한국출원 추이(1999~2004)
43

 

                                            

 

 
43

 특허검색DB사이트인 KIPRIS(www.kipris.or.kr)을 활용하여 출원인이 엠피맨닷컴(새한정보

통신시스템 포함)인 국내 특허,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자체 검색한 결과이다. (조사시점 : 2013

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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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엠피맨닷컴이 2004년 경쟁회사인 아

이리버에 인수되기 전까지 MP3 플레이어 관련 국내특허출원은 총 6건이었으

며 디자인출원의 경우 4건에 불과하였다. 이와 대조적인 예로 동일한 기간

(1999~2004년) 내 아이리버의 경우 MP3 플레이어 관련 한국특허출원 51

건 및 디자인출원이 31건44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플 역시 미국특허

출원이 21건이었다는 점45과 대비할 때, 성장 단계에 있어서 ㈜엠피맨닷컴의 

지식재산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엠피맨닷컴의 경우와 같이 선발업체가 원천특허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와 관련된 특허포토폴리오의 양적 팽창이 없는 경우 후발업체들이 원천

특허의 회피설계 또는 원천특허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공백분야를 통해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실제 아이리버(iRiver), 현원, 코원(舊 

거원시스템) 등 국내기업과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社, 애플社 등의 해외 

기업이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완벽히 저지할 수 없었다46. 

 

둘째, ㈜엠피맨닷컴의 경우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한 역량이 미흡했으며, 이에 따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효

율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당시 ㈜엠피맨닷컴의 제품 출시 이후 미국의 다

이아몬드 멀티미디어(Diamond multimedia)社가 ‘MP맨’ 제품 개발에서 주도

                                            

 

 
44

 [그림 10] 참고 
45

 [그림 11] 참고 
46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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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한 ㈜디지털캐스트를 인수합병(M&A)하면서 원천특허의 공동특

허권자가 된 이후 1998년 10월 ‘MP맨’과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제품명 : 

Rio PMP 300)을 미국시장에 출시했으며, 이에 대해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특허권에 기한 침해 또는 제품의 생산중단을 주장할 수 없었다. 

 

셋째,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도외시한 채 

소수의 원천특허에 근거해 특허소송을 지나치게 남발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기업으로부터 승소하여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으나47,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기업의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 지속적으로 

법률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표 10] 참고).  

이로 인해, ㈜엠피맨닷컴은 원천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확정이 됨에 따

라 독점배타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과의 빈번한 특허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출과 시간 소모라는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표 10] ㈜엠피맨닷컴의 MP3 원천특허 관련 분쟁 

구분 분쟁유형 분쟁대상 결과 

한국등록특허 

0287366호 

무효심판 청구 

(2001.05.24) 

㈜거원시스템(現 COWON), (주)레인

콤(現 아이리버) 외 7개사 

심판청구 기각 후  

소송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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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26일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원천특허(한국등록특허 0287366호 및 0293158

호)와 관련하여 협상대상 중 하나인 지누코퍼레이션과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며, 

해당기업의 제품 매출액 기준 3%를 로열티로 지급받게 되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MP3P 

특허료 첫 합의, 2001. 07.27일자 기사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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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 

(2001.06.18) 

㈜디지털웨이, ㈜아이앤씨, ㈜현원, 

㈜넥스트웨이, ㈜디지털스퀘어 
청구취하 

이의신청 청구 

(2001.07.13) 
㈜LG전자 청구취하 

한국등록특허 

0293158호 

무효심판 청구 

(2001.07.10) 

㈜디지털웨이, ㈜거원시스템, ㈜바롬

테크, ㈜아이앤씨, ㈜현원, ㈜파인레

버러터리코리아 

일부인용 

(제1항,제3항,제10

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1

항 무효) 

이의신청 청구 

(2001.07.11) 

㈜디지털웨이, ㈜거원시스템, ㈜바롬

테크, ㈜아이앤씨, ㈜현원 
청구취하 

이의신청 청구 

(2001.09,11) 
㈜LG전자 등록유지 

한국등록특허 

0366243호 

무효심판 청구

(2004.01.10) 
㈜레인콤 청구취하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2007.08.24) 

㈜디지털큐브 청구인용 

 

앞서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엠피맨닷컴의 경우 기술의 출현 단계

에서 원천특허를 확보하였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기술의 성장 단계에서 원천

특허와 관련된 개량특허 및 응용특허의 확보를 통한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제품의 상표, 디자인의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포트

폴리오의 형성에도 실패했다. 또한, ㈜엠피맨닷컴이 기술의 출현 및 성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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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반에 걸쳐 경쟁기업의 연구방향 및 경쟁제품에 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을 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구축하지 않은 채 소수의 원천특허에 의존한 특허침해소송으로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려는 단편적이고 성급한 지식재산의 활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

송비용 및 시간을 지출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1] ㈜엠피맨닷컴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2000~2003)
48

 

 

결국 ㈜엠피맨닷컴은 앞서 언급한 지식재산전략 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48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pp://dart.fss.or.kr)에 공시된 ㈜엠피맨닷컴의 사

업보고서 내용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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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별도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애플

의 ‘아이팟 클래식’ 등 경쟁사의 제품들이 출시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인해 지

속적인 적자상태를 기록했으며, 2003년 7월 회사부도 및 법정관리대상이 된 

이후 경쟁기업이었던 아이리버에 2004년 결국 인수되었다.  

 

2.3.4 아이리버(후발업체) 

 

아이리버(舊 레인콤)의 경우 회사설립 초창기에는 2000년 12월 미국 소닉

블루社에 제조업체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개발한 MP3 CD 플레이어를 납

품하였으나, 이후 2002년 자체브랜드인 ‘아이리버(iRiver)를 부착한 첫 MP3 

플레이어 제품(모델명 : iFP-100 ‘프리즘’)을 출시했다.  

당시 아이리버는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업체인 이노 디자인(INNO DESIGN)

社와의 전략적 제휴49를 통한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최초로 기기

의 OS에 해당되는 펌웨어(Firmware)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기성능 향상이라

는 두 가지의 차별성을 선보였으며, 이에 바탕해 삼성전자 및 애플을 제치고 

국내외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본 연구의 프레

임워크에 따라 아이리버가 추진했던 지식재산전략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49

 당시 아이리버의 CEO였던 양덕준 사장은 이노디자인社에게 제품의 디자인을 의뢰하면서 판

매액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이노디자인社의 김영세 

회장은 당시 사각형의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벗어나 하나의 조그 버튼 및 삼각기둥 형태의 외형

디자인 컨셉을 제시했다. 새로운 외형으로 인한 개발팀의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02년 9월 

상품화되어 출시된 ‘프리즘’ 모델(모델명 : iFP-100)은 10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올리며 소비

자에게 아이리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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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리버의 경우 출현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2002년에 제

품을 출시한 후발업체였지만, 소수의 원천특허 보유에 집중한 ㈜엠피맨닷컴과 

달리 지속적으로 자사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출원을 추진하여 특허포트폴리

오의 양적 팽창을 구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리버는 자사의 제품 디자인

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강점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디자인출원 역시 꾸준히 지속하면서 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아이리버의 MP3 관련 한국출원 추이(1999~2010)
50

 

                                            

 

 
50

 특허의 경우 특허검색 유료DB인 FOCUST,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특허검색DB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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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아이리버가 애플社에게 2005년 이후 MP3 플레이어 시장의 주도권

을 넘겨주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중인 2007년 소폭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유행하던 미니멀리즘(Minimalism) 디자인에 기

반해 기능 및 외형을 단순화하되, 미국 디즈니社와의 라이센스를 받은 미키마

우스의 외형을 채택한 MP3 플레이어 모델(모델명 : MPlayer)의 성공이었다

는 점 역시 아이리버의 제품디자인 중시와 지식재산포트폴리오의 형성이 낳은 

산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이리버의 경우 2003년 자사에 지속적인 법률적 분쟁을 제기하던 

㈜엠피맨닷컴이 법정관리대상이 되자 2004년 약 34억원을 투자하여 인수하

였으며, 이를 통해 ㈜엠피맨닷컴이 보유하고 있던 원천특허를 확보함51으로써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도구 또는 향후 경쟁사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다는 측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리버는 ㈜엠피맨닷컴과 마찬가지로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를 비

롯한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특허관리역량이 부족하였는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2006년 있었던 시그마텔(Sigmatel)社52로의 MP3 

원천특허의 매각이었다. 

                                                                                                                        

 

 
KIPRIS(www.kipris.or.kr)을 활용하여 출원인이 아이리버인 경우를 자체 검색한 결과이며, 특

허 및 디자인의 경우 MP3 플레이어 관련으로 한정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51

 머니투데이, 레인콘 MP3P 특허권 선별적 행사 검토, 2004년 07월 6일자 기사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040706104657704> 
52

 시그마텔(Sigmatel)社는 MP3 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코덱용 SOC(System On Chip)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08년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Freescale semiconductor)社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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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이리버는 2005년 애플社가 자사의 주력분야인 플래시메모리방식 

MP3 플레이어 분야에 기능을 생략한 보급형 모델인 ‘아이팟 셔플’ 및 기존의 

‘아이팟 미니’를 대체하는 모델인 ‘아이팟 나노’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출시함

53에 따라 아래의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4%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같은해 당기순손실이 약 699억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림 13] ㈜아이리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1999~2012)
54

 

                                            

 

 
53

 2005년 9월 당시 애플의 ‘아이팟 나노’는 한국에서 2GB 모델이 23만원(미국출시가격 199

달러) 및 4GB 모델이 29만원(미국출시가격 249달러)에 출시되었는데, 당시 아이리버의 주력

모델이었던 U2 1GB 모델이 33만 9천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었다. <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050920151607964> 
54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pp://dart.fss.or.kr)에 공시된 아이리버의 사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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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영적 어려움 하에서 아이리버는 시그마텔에 ㈜엠피맨닷컴이 보유

하고 있던 원천특허의 지분55에 대해 아이리버를 비롯한 한국의 MP3 플레이

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여 비공개 

매각을 진행했다56. 

이와 관련하여 해당 MP3 원천특허를 보유한 채 권리행사에 나섰다면 최대 

27억 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로열티 수익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에 비추어볼 때, 아이리버의 경우 자사가 보유하

고 있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를 전담할 수 있

는 특허관리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인 손해로는 로열티 수익57 , 장기적

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제고에 활용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쉽게 포기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58. 

  

                                                                                                                        

 

 
고서 내용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55

 2006년 시그마텔이 아이리버로부터 매입한 원천특허는 아이리버의 자회사인 ㈜엠피맨닷컴

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등록특허 0287366호 및 미국 패밀리특허에 관한 50% 지분이었다. 또

한, 시그마텔은 이미 2005년 해당 원천특허의 나머지 50% 지분을 갖고 있던 다이이몬드 멀티

미디어사의 MP3P 사업부서를 인수한 D&M홀딩스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6

 머니투데이, 레인콤 MP3 관련 특허권 美에 매각, 2006년 1월 5일자 기사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no=2006010518425296698&type=1> 
57

 실제로 2007년 시그마텔로부터 해당 원천특허를 인수한 특허전문회사인 텍사스 MP3 테크

놀로지스(Texas MP3 techonologies)는 애플 및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한 바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된 소송의 내용은 비공개이나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를 지

급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58

 이후 아이리버는 2012년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스(Texas MP3 techonologies)사로부터 

해당 원천특허 중 미국패밀리특허를 다시 매입했으며, 한국등록특허의 경우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었다.<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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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애플(후발업체)  

 

㈜엠피맨닷컴이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출시함과 더불어 원천특허를보유

하고 있었던 선발업체의 입장이었던 것과 반대로 애플은 후발업체였으며, 이

를 입증하는 사례가 ‘사운드 블라스터(Sound blaster)’라는 PC용 사운드카드 

제조회사이며 당시 MP3 플레이어(모델명 : Zen)를 생산하는 경쟁업체인 크

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Creative technologies)社와의 특허분쟁이었다.  

애플은 2006년 6월 8일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Creative 

technologies)社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관련 특허59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에 피소되었다. 애

플 역시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60에 근거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社를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을 했으나 결국 2006년 8월 23일 1

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시 CEO이던 故 스티브 잡스

는 “크리에이티브社는 이 원천특허를 등록받아 놓은 것이 큰 행운이었다

(Creative is very fortunate to have been granted this early patent)”라는 

말을 남겼다61. 

                                            

 

 
59

 US6928433(Automatic hierarchical categorization of music by metadata)는 휴대용 음악 

기기에서 논리적인 순서(메타데이터)에 따라 음악파일을 수직적으로 카테고리화하고, 이를 사

용자가 선택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60

 US7046230, 5341293, 5898434 및 6282646 
61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6년 8월 28일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6/08/23Apple-Creative-Announce-Broad-

Settlement-Ending-Legal-Disputes-Between-the-Compan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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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위의 사례를 분석하면, 애플은 MP3 플레이

어 관련 기술의 출현 단계의 후반부에 첫 제품을 출시한 후발업체로 진입하였

으나, 경쟁사의 문제특허 모니터링을 간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의 문제

특허에 관한 회피설계의 확보에 실패하여 결국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62을 지

불하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은 원천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엠피맨닷

컴과 달리 ‘아이팟’과 ‘아이폰’의 잇따른 성공으로 인해 다른 경쟁기업을 제압

한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

에 근거해 애플의 지식재산전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플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社와의 특허소송을 계기로 자사의 발

명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발명평가제도를 재정비하고, 선발업체의 권리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진행했다.  

애플은 2007년 초 ‘아이폰(iPhone)’의 출시 직전“우리는 모든 것을 특허

로 확보할 예정이다(we’re going to patent it all)”이라는 내부방침을 확립하

였으며, 이후 한달에 한번씩 사내 엔지니어‘ 및 특허변호사가 참석하는 ‘발명 

공개 세션(Invention disclosure session)’을 통해 발명평가제도를 정례화하

였다(Duhigg & Lohr, 2012). 또한, 애플은 앞서 언급한 발명평가제도에 의해 

                                                                                                                        

 

 
 
62

 당시 애플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사에 지급한 1억 달러의 배상금은 2006년 애플의 당

기순이익의 약 5%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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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을 대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애플은 당시 이

와 같은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방어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

로 생각했다63.  

 

 

[그림 14] APPLE社의 MP3 관련 미국특허출원 추이(1999~2009)
64

 

 

그 결과, 애플사의 미국특허출원건수는 위의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63

 애플의 사내변호사였던 낸시.R.하이넨(Nancy.R.Heinen)은 “스티븐 잡스의 태도는 애플에 

있는 누군가가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특허출원은 방어적인 도구라는 것이었다(His attitude was that if 

someone at Apple can dream it up, then we should apply for a patent, because even if we 

never build it, it’s a defensive tool).”라는 말을 남겼다 (Duhigg & Lohr, 2012). 
64

 MP3 관련 키워드를 토대로 검색식을 작성한 후 특허검색DB인 FOCUST(www.focust.com)

을 활용하여 미국특허를 자체 검색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http://www.focu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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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社와의 특허분쟁이 종료된 직후인 2007년의 경우 소

송 이전인 2005년과 대비할 때 MP3 관련 특허출원건수가 약 121% 증가한 

62건(전체 특허출원의 경우 05년 대비 약 148% 증가한 901건)에 달했다. 

 

둘째, 애플은 출현 단계 및 성장 단계에서 선발업체인 ㈜엠피맨닷컴의 원천

특허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적 영역에 대한 공백특허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애플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출원한

MP3 플레이어 관련 미국특허출원 중 2013년 11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261

건을 대상으로 기술적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65, MP3 플레이어 내 파일 또

의 재생, 이미지 처리, PC와의 인터페이스방식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S/W) 

관련이 143건(55%), MP3 플레이어의 기능입력방식, 화면표시방식 등에 관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관련이 55건(21%)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애플이 MP3 플레이어 자체의 회로구성 등에 관한 하드웨어

(H/W) 관련 등록건수(43건, 16%) 및 MP3 플레이어 관련 어댑터, 스피커 

등의 주변기기를 포함한 액세서리 관련 등록건수(21건, 8%)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애플이 선발업체의 공백분야를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65

 [그림 11]의 특허검색결과 중 조사시점 기준(2013년 11월)으로 등록되어 있는 출원건에 

대해 각각 부여되어 있는 미국특허분류(UPC)에 근거해 네 가지 카테고리로(H/W, S/W, UI 및 

액세서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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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PPLE社 보유 MP3 관련 미국등록특허의 기술적 특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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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때, 애플의 경우 선발업체인 ㈜엠피맨닷컴이 

MP3 플레이어의 하드웨어(H/W) 측면과 관련된 원천특허를 선점하고 있었으

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MP3 플레이어의 소프트웨어(S/W) 및 사용자인터

페이스(UI) 측면에 관한 공백특허 확보를 통해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추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플이 경쟁기업의 공백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및 특허를 확

보하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예를 들면, 다른 경쟁

사가 단순히 MP3 플레이어와 PC간의 파일전송을 위한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애플의 경우 자사의 하드웨어인 ‘아이팟’과 PC간

의 MP3 파일 전송을 위해 제공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iTunes)’

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차별성을 키워왔다는 점이다.  

애플은 2003년 4월 ‘아이팟’ 사용자만이 MP3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아

이튠즈 뮤직스토어(iTunes music store)’ 서비스를 시작했고66, 2003년 10월

에 윈도우용 아이튠즈를 출시67한 후 기존의 맥 사용자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

하기 시작했으며, 출시 약 1년 후인 2004년 7월 ‘아이튠즈 뮤직스토어’에서

의 MP3 음원 다운로드 횟수가 1억 건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호응을 얻었

                                            

 

 
66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3년 4월 28일자 게재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3/04/28Apple-Launches-the-iTunes-

Music-Store.html> 
67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3년 10월 16일자 게재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3/10/16Apple-Launches-iTunes-for-

Windo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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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  

따라서, 애플은 ㈜엠피맨닷컴 등 선발업체에 비해 늦은 시기에 MP3 플레이

어를 출시했지만,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하드웨어인 ‘아이팟’과 저작

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MP3파일의 구매, MP3 플레이어와 PC간의 인터페

이스 및 PC에서의 MP3 재생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아이튠즈(iTunes)’ 

소프트웨어의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rgration)을 통해 시장지배적 기업으

로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Abel, 2008).  

 

 

[그림 16] APPLE社의 아이팟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1999~2012)
6970

 

                                            

 

 
68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4년 7월 12일자 게재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4/07/12iTunes-Music-Store-Downloads-

Top-100-Million-Songs.html> 
69

 자료 출처 : APPLE annual report 1999~2012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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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애플은 ‘아이튠즈 뮤직스토어’의 

출시 다음해인 2004년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340% 성장하는 성과(2003년 

3.44억$→2004년 11.68억$)를 거두었으며, 매출액이 정점에 달한 2008년까

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이 약 51%에 달했다. 

또한, 애플이 경쟁기업의 공백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및 특허를 확보하는 지

식재산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자

사의 ‘아이팟’ 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 휴대용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11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침해주장에 활용한 소위 ‘바운스백(Bounceback)’ 특허 71 , 

‘핀치-투-줌(Pinch-to-zoom)’ 특허 72  및 ‘탭-투-줌(Tap-to-zoom)’ 특

허73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애플은 MP3 플레이어의 시장수요가 급속하게 성장하던 성장 단계 및 

시장의 수요가 정점에 달한 성숙 단계에 있어서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지속적

                                                                                                                        

 

 
70

 아이팟 매출액의 경우 2002년부터 자료가 존재하며, 아이팟 제품 판매액 및 기타 아이튠즈 

뮤직스토어 등 관련 부가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을 포함한 값이다. 
71

 US7469381(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a touch-

screen display)의 경우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의 최상단 또는 최하단까지 스크롤한 경우 

스크롤방향의 반대로 튀어올라오는 화면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 
72

 US7844915(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for scrolling  operation)의 경우 터치 

기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 사용자의 단일 터치가 있는 경우 화면 스크롤로 해

석하며, 두 곳 이상의 터치가 있는 경우 화면 줌 등의 제스쳐로 해석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 
73

US7864163(Portable electronic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s)의 경우 휴대용 기기에서 웹서핑 편의를 위해 사

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 중 터치를 한 부분의 콘텐츠를 확대해서 전체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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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선한 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아이팟’ 브랜드에 형성되어 있는 소비

자의 신뢰를 자사의 이미지 제고 및 신규제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

식재산전략을 실행했다. 

 

 

[그림 17] APPLE社의 브랜드 가치 변동(2002~2012)
74

 

 

애플은 2001년 첫 제품인 ‘아이팟 클래식 1세대’를 출시한 이후 성장 단계

에 접어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아이팟 클래식’ 모델의 기능 및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아울러, 애플은 기존 ‘아이팟’ 브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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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인터브랜드(http://inter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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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소비자의 선호 및 신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속제품에도 ‘아

이팟’ 브랜드를 활용했는데, 2004년 ‘아이팟 미니(iPod mini)’, 2005년 ‘아이

팟 셔플(iPod shuffle)’ 및 ‘아이팟 나노(‘iPod nano)’ 등 총 3개의 후속제품

이 출시되었으며, 성숙 단계에 접어든 2007년 ‘아이팟 터치(iPod touch)’를 

추가로 출시했다. 

이와 같이, 애플은 ‘아이팟 클래식’의 출시 이후 후속 MP3 플레이어 제품

에도 ‘아이팟’ 브랜드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및 신뢰를 누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쇠락해가는 컴퓨터 제조회사

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디지털 기기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적 회사라는 이미지

로 변신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애플은 MP3 플레이어의 시장수요가 정점에 이르러 성숙 단계에 접

어든 2007년 기존 ‘아이팟 터치’의 외형 및 MP3 플레이어로서의 기능에 스

마트폰의 기능을 추가한 신규제품인 ‘아이폰’을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애플

은 ‘아이팟’을 통해 축적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신규제품인 ‘아이폰’에 성공

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애플은 시장조사회사인 인터브랜

드(Interbrand)社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14년간 

1위를 차지하던 코카콜라를 제치고 2013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75 

                                            

 

 
75

 2013년 기준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대비 983억 1600만 달러로 1위이며, 구글이 932

억 91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2012년까지 14년간 1위를 차지했던 코카콜라는 792억 

1300만 달러로 3위에 그쳤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삼성이 396억 1000만 달러로 8위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다. <출처 : http://www.interbrand.com/en/best-global-brand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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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과거의 독점배타

적 성격에서 벗어나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배경 

하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지식재산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인

지에 관해 두 가지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결과 또는 연구개발에 따른 산

출물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은 기업이 보유

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에 따른 시계열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자사가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선발업체 또는 후발업체)을 고

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독점배타

적 성격을 강조하는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및 지식재산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에 따른 각각의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한 수립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대상은 MP3 플레이어 관

련 업체 중 선발업체인 ㈜엠피맨닷컴, 후발업체인 아이리버 및 애플 총 3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따른 사례분석 결과 기

업의 전략적 상황에 근거해 도출할 수 있었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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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엠피맨닷컴의 경우 MP3 플레이어의 출현 단계에 있어서 MP3 플

레이어를 최초로 상용화함과 더불어 원천특허를 선점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성장 단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한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도외시하였으며, 체계적인 

특허관리역량이 부족하여 경쟁업체의 배제에 실패했다.  

또한, 아이리버의 경우 ㈜엠피맨닷컴과 달리 MP3 플레이어의 출현 및 성장 

단계에 있어서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으며, ㈜엠피맨닷컴을 인수함으로써 선발업체의 원

천특허를 확보하여 특허분쟁의 여지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리버의 경우 이후 성숙 단계에 있어서 경영난에 직면하

게 된 이후 원천특허를 매각함에 따라 권리행사를 통해 거둘 수 있었던 장기

적인 로열티 수익의 창출에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특허관리역량이 부

족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애플의 경우 MP3 플레이어의 성장 단계에서 경쟁업체의 문제특허

모니터링 및 회피설계에 소홀하여 큰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후 회사 내 발명평가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선발업체가 확보하지 

못한 공백분야인 MP3 플레이어의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둔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

다. 덧붙여, 애플의 경우 자사의 ‘아이팟’ 상표에 형성된 소비자의 신뢰 및 선

호를 토대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였으며, 아울러 신규제품인 ‘아이폰’

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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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벤쳐캐피탈 등 투자자로부터의 자

금 유입, 기업공개 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기업

의 외부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며(Somaya, 2012), 기업에 있어 독창적인 경

쟁적 우위를 제공하고, 라이센싱을 통한 대규모의 수익과 더불어 경쟁자, 남

품업체 등과의 관계에서 강한 협상카드로 활용이 가능(Rose, Cronin, & 

Schwartz, 2007)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서 반드시 고려하여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시대적 

흐름 하에서 과거의 독점배타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정 또

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서론 및 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자사의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아울러 과거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낮았던 상표 및 디자인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사의 가치제고를 이룰 것인지에 관한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아

울러 고려76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6

 삼성전자의 경우 2012년 지속경영가능보고서에서 발표한 9대 이슈 중 하나로 특허경쟁력 

강화를 포함하였으며, 과거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특허관리 위주의 경쟁력 확보방침에서 벗

어나 타사와의 차별화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독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의 관리를 포함

하는 경쟁력 확보방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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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하여 기

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에 기반해 기업이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측면에 있어서 수립하여야 할 세부방안

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찰해보면 아래

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 수립 및 실행한 지식재산전략이라는 요소에 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기업의 일반적인 경영전략, 기업의 규모, 재무상태 등)에 관한 분

석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발업체 또는 후

발업체인지 여부에 관한 전략적 상황을 고려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야별 또는 기술분야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의 지식재산전략을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약 산업의 경

우 선발업체에서 특정 질환의 치유에 높은 효능을 갖는 물질에 관한 원천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후발업체에서 선발업체의 원천특허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회피하여 동일한 효능을 내는 물질을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려울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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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공정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생산과정에 있어서 제품의 수율 향상을 위한 공정의 개량 또

는 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추진

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상 불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

산이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77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에 있어서 기업의 규

모,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별 특성 또는 해당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지

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77

 코카콜라의 경우 자사의 주력제품인 콜라의 조성물 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모든 기

술을 영업비밀(Trade secret)으로 간주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자사의 제품을 나타내기 

위한 상표, 자사의 제품을 담는 용기 등에 대한 디자인을 확보하는 지식재산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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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 (MP3 원천특허 ① - 한국특허 0287366 호) 

발명의 명칭 
엠피이지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및 방법(PORTABLE DEVICE 

FOR REPRODUCING SOUND BY MPEG AND METHOD THEREOF) 

출원번호 

(출원일) 
1997-0062315(1997.11.24) 

특허번호 

(등록일) 
0287366(2001.01.26) 

출원인 ㈜엠피맨닷컴 ㈜리오포트 발명자 문광수 황정하 

법적상태 소멸(등록료 불납) 
특허패밀리 

국가 

중국, 독일, 스페인, 유럽, 일

본, 미국 

주요도면 

 

주요청구항 

[청구항 1]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에 있어서, 2차 전지로 이루어지며 부하에 필요한 동

작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수단과; 상기 전원 공급수단의 전원을 안정적

인 전압, 전류로 정류하는 전원 처리수단과; 동작상태에 따라 메시지를 숫자 

및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수단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의 저장과 복원 재

생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인가되

는 신호에 따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 정보를 지정되는 어드레스 번지에 

저장하는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임의의 음원 데이터 재생과 

저장 및 각종 동작제어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정보선택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 데

이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음향 재생수단과; 외부기기와 연결

되어 음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 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74 

 부록 1.2 : (MP3 원천특허 ② - 한국특허 293158 호) 

발명의 명칭 
다양한 기능을 갖는 MP3 플레이어 (PORTABLE MP3 PLAYER HAVING A 

VARIOUS FUNCTION)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35272(1999.08.24) 

특허번호 

(등록일) 
0293158(2001.03.30) 

출원인 ㈜엠피맨닷컴 발명자 함영욱 

법적상태 소멸(등록료 불납) 
특허패밀리 

국가 
중국, 유럽, 일본 

주요도면 

 

주요청구항 

[청구항 1] 

a) 데이터제공장치와 휴대용 데이터 기록/재생장치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상기 데이터제공장치에서 실행시키는 단계; b) 상기 관리프로

그램의 실행상태에서, 상기 데이터제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MP3 음악파일

들 중 상기 휴대용 데이터 기록/재생장치로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는 단

계; c) 상기 데이터제공장치로부터 다운로딩된 상기 파일을 상기 휴대용 데이

터 기록/재생장치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d) 마이크로폰을 통해 

인가되는 음성신호를 엔코딩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디지털 음성파일 

형태로 기록하는 단계; e)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들 중 재생하

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 및 f) 선택된 파일을 소정의 방식으로 복호

하여 오디오출력으로 재생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데이

터 기록 및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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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 (MP3 원천특허③ - 한국특허 0366234 호) 

발명의 명칭 

 컴퓨터 음악파일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 장치(METHOD AND 

DEVICE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A COMPUTER MUSIC 

FILE DATA)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34268(1998.08.24) 

특허번호 

(등록일) 
0366234(2002.12.13) 

출원인 ㈜엠피맨닷컴 발명자 문광수 

법적상태 등록유지 
특허패밀리 

국가 
- 

주요도면 

 

주요청구항 

[청구항 1] 

개인용 컴퓨터에서, 음악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계; 상기 개인

용 컴퓨터에 연결된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장치의 전원공급모드를 하드 

디스크 모드로 세팅하는 단계; 상기 관리 프로그램 상에서 음악파일 데이터 

및 테이블정보를 프린터 포트를 통하여 연결된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

장치에 다운로딩하거나 업로딩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상기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딩된 데이터 및 테이블정보를 하

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장치의 전원공

급모드를 재생모드로 세팅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테이블정보를 참조하여 음

악파일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음악파일 데이터를 상기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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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로부터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음악파일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단

계; 및 상기 디코딩된 음악파일 데이터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음성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음악파일 데이터

의 기록 및 재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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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회사의 MP3 플레이어 출시흐름)78 

 

                                            

 

 
78

 자료 출처 : WEN (2011) 및 웸검색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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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APPLE 社 아이팟 관련 통계 : ‘02~’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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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Apple annual report  2002~2012 참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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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companies tend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as a 

barrier to entry or an exclusive right to use technology. Nowadays, 

companies are thinking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ifferently, 

because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consists of intangible asset on their balance sheet. As a 

result, Companies are needed to set up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concisely and 

effectively.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of company that are suitable with background information 

mentioned above. Based on analyzing former research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this research has set up a 

framework of intellectual property based on Technology Life 

Cycle(TLC) perspective and companies’ strategic situation such as 

an incumbent company or an entrant company.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ree cases about MP3 player 

manufacturing companies based on the framework of this research 

and got some remarkable points as mention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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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cumbent companies are needed to have essential patents 

to maintain their position at emerging stage of TLC, also to 

broaden their patent portfolio widely at growth stage of TLC. 

Second, entrant companies are needed to evaluate technology 

that could invent around incumbents’ essential patents or to get 

technology that incumbent did not possess any rights to prohibit 

other companies at emerging stage of TLC 

Third, Companies are needed to set up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that manages patent, trademark, design and etc entirely. 

Based on that, companies need to practic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that increase their brand value as well as their brand 

image. 

This research has a limitation because framework of this 

research did not consider any differences that characteristic of 

each company could diversify in terms of industry where they 

operate. Moreover, there is another limitation that each company 

has been dealing with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So, those 

limit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rther research. 

 

Keywords: Patent, IP strategy, 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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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는 고유의 독점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타사

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진입장벽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자산 내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하에서 기업에서 특허

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과거와 달리 기업의 무형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간 스마트폰 관련 특

허소송으로 대표되는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 하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지식재산전략의 효율적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지식재산전략

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재산전략 선행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바

탕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TLC)에 

따른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되, 기업의 전략적 상황(선발업체 또

는 후발업체)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측면에서 세부방안

을 수립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립한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

에 근거하여 MP3플레이어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사례(㈜엠피맨닷컴, 

아이리버 및 애플)에 관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관점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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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발업체의 경우 기술수명주기 상 출현 단계에 있어서 원천특허의 확

보를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성장 단계에 진입한 후 자

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후발업체의 경우 기술수명주기 상 출현 단계에 있어서 경쟁사의 문제

특허 파악 및 회피설계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또한 선발업체의 원천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백분야의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은 자사가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과 관계 없이 자사가 보유한 지

식재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전략에 한정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및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야별 특성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이를 반영한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

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주요어 : 특허,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경영 

학  번 : 2012-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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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이 특정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이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게 되

는 경우 해당 기업은 해당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유한기간의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 

있어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해당 산업 내 새로운 경쟁기업의 진입을 

배제하는 진입장벽(Barrier to entry) 또는 자사의 경쟁적 우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07년 기준으로 미국 MS社의 경우 PBR1이 약 8, 애플社의 경우 

약 10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하에서(김종년, 한일영, & 정호상, 2008), 최근 특허를 비롯한 지

식재산은 과거의 독점배타적 권리라는 성격보다는 기업의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을 구성하는 자산 중 하나라는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05년 P&G社가 질레트社를 인수할 당시 장부상 가치가 약 28억 달러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유특허, 브랜드 가치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을 감안

하여 약 57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김종년 et al., 2008).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 규모(대표적으로, 상장

                                            

 

 
1

 통상적으로 기업 내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PBR(Price 

Book-value Ratio)를 활용하며, PBR은 해당기업의 주식시가총액을 해당 기업의 장부상 가치

(순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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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기존 연구결

과를 좀 더 살펴보면 기업의 특허출원 공시는 기업의 무형자산 규모를 간접적

으로 반영하는 주식가치에 공시일 전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김민조 & 정형찬, 1995), 이와 유사하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

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의 변동여부를 분석한 결과 특허취득을 공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누적초과이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준

수, 2003). 덧붙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비해 특허출원에 의한 경영성과 향상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지속적인 R&D 투자 및 

특허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이기환 

& 윤병섭, 2006) 

아울러, 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등의 활동이 기업의 신제

품 개발 등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이형모, 김

명숙, & 김응규, 2012),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무형자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및 기업의 특허

관리역량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성웅현 & 조경선, 2009).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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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됨에 따라 단순히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는 과거의 전

략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일

환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증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

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고 실

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분석함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및 이에 따른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립한 프레임워크 및 이

에 따른 세부방안과 관련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제 사례에 적

용이 가능한지를 입증하고자 하는데, 사례연구는 실제 발생한 현상에 관해 정

성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Yin,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서론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함을 통해 시사점 및 보완점을 

도출한 후 본론에서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프레임워크 및 

세부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덧붙여, MP3 플레이어 관련 3개 업체(㈜엠피맨

닷컴, 아이리버 및 애플)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지식재

산전략의 관점에 한정하여 성공 또는 실패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후 결론

에서 앞서 본론에서 진행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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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헌 고찰 

1.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상기 1.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의 흐름을 

크게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

로 분류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시사점 및 보완점을 도출함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존의 선행연구 흐름 분류 

구분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광의의 지식재산전략 

특징 

 독점배타적 성격을 강조 

 권리 상호간 독립적 관리 

 특허 위주의 전략 수립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

를 형성하거나 타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 

 무형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조 

 권리간 상호연계, 통합적 관리 

 특허 외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에 관한 통합적 전략 수립 

 기업의 경영과 IP전략을 연계

함으로써 수익창출 및 기업가

치 향상에 중점을 둠 

관련연구 

 Granstrand(1999) 

 Gilardoni(2009) 

 Bader 외(2012) 

 Smith 외(2002) 

 Reitzig(2004) 

 James.G.Conley 외(2013) 

기업사례 
 ㈜히타치제작소(Hitachi) 

 질레트(Gilette)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ka) 

 필립스(Phi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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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이란 지식재산이 특허권 등에 기반한 고유의 성

격인 독점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허 위주의 전략을 수립함

으로써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경쟁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는 일본의 히타치제작소2 및 미국의 질레트(Gilette)社3 를 들 수 있는데, 각

종 전기기기 분야의 선도업체인 ㈜히타치제작소의 경우 자사의 주력사업에 있

어서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되는 ‘핵심특허(Essential patent)’를 확보한 이후, 

해당 핵심특허의 대안 또는 응용기술에 해당되는 특허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특허포트폴리오로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더불어 타사

의 진입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특허청, 2011). 또한, 질레트의 경우 역시 히

타치제작소와 유사하게 자사의 면도기에 사용되는 다중 면도날의 구조를 중심

으로 한 핵심특허와 면도날 카트리지, 면도기 자체의 형상 등의 주변기술 관

련 특허까지 포함하는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경쟁사인 쉬크(Schick)

의 제품에 대한 침해소송4을 제기하는 등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

해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성열용, 박종복, & 류태규, 2012).  

다음으로,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이란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적인 성격보다 기

                                            

 

 
2
 www.hitachi.co.kr 

3
 www.gilette.co.kr 

4
 질레트는 ‘03년 8월 쉬크의 ‘콰트로(Quattro)’ 면도기의 4중날 구조가 자사의 ‘마하-

3(Mach-3)’ 면도기의 3중날 구조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미국 보스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06년 8월 질레트와 쉬크는 양사간 비공개합의로 소송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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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무형자산 중 하나라는 성격을 강조하고, 특허 외 상표, 저작권 등 기업

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수익창출과 가치향상에 이

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ka)5와 필립스(Philips)社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다국적 제약회사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자사의 대표적인 위궤양 치료제인 프릴로섹

(Prilosec)에 대해 관련 특허와 더불어 보라색 색채를 트레이드 드레스로 등

록받은 후 지속적으로 광고를 통해 사용하였으며, 프릴로섹보다 개선된 신약

인 넥시움(Nexium)을 출시하면서도 동일한 보라색 색채를 제품포장 등에 사

용하여 기존 제품에 형성된 브랜드 및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기존 치

료제인 프릴로섹의 경우 P&G사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

는 OTC(Over-The-Counter)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김철호, 박성필, & 고영희, 2011). 필립스의 경우, 자사

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다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으며, 자사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에 기반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자사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는 다른 경쟁사와의 크로스 라이센싱(Cross-

licensing)을 통해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고, 시장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과 관

련된 기술이 보편화된 경우 적극적인 라이센스 아웃(License out)을 통해 수

                                            

 

 
5
 www.astrazenek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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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창출하고 있다(특허청, 2008).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

의 지식재산전략’은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적 성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경우 자사제품과 관련된 특

허 위주의 전략 수립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 또는 타사에 대한 진입장벽

을 형성함으로써 실시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은 

자사제품과 관련된 특허 이외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과 더불어 가치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개념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이

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또는 보완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2.2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 

1.2.2.1 제품수명주기(PLC)7에 따른 IP전략(Granstrand, 1999) 

 

Granstrand (1999)는 특허를 해당기술분야 내 기술적 영역(Technology 

space)에 대한 특정 회사의 독점적 사용권한(Exclusive right to use)으로 정

                                            

 

 
6
 앞서 언급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기업(히타치제작소, 질레트) 

역시 자사 제품의 연구개발흐름에 따라 관련 특허와 더불어 상표, 디자인에 등의 확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본문의 기술내용은 해당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강조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7
 Product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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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으며, 기업은 자사제품의 R&D 단계 또는 자사제품의 제품수명주기

(PLC)에 따라 자사의 독점적 실시와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를 목적으로 한 

특허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Granstrand (1999)는 기업은 자사제품의 R&D 단계(또

는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ranstrand (1999)는 아래의 [그림 1]

과 같이 자사제품의 개발 및 생산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을 선별하여 출원

함으로써 질적 관리를 추구하는 특허확보방식(Sporadic patenting)과 자사제

품의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도출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출원함으로써 양적 팽

창을 추구하는 특허확보방식(Continuous patenting 또는 Follow-up 

patenting) 등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Sporadic pat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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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patenting> 

[그림 1] Granstrand(1999)가 제시한 시계열적 특허확보방식
8
 

 

또한, Granstrand (1999)는 기업의 전략적 상황, 즉 해당 기업이 기술분야

에서 선도업체(Leading company) 또는 후발업체(Catch-up company)인지 

여부에 따라 실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예를 들어, 선도업체의 경우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블랭

킷(Blanketing) 또는 특허포트폴리오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한 반면, 후발업

체의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발업체의 연구방향을 저지하는 펜싱

(Fencing) 또는 선발업체의 전략특허가 응용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서라운

딩(Surrounding)이라는 방안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2]와 같다. 

 

                                            

 

 
8
 그림 출처 : Granstrand, O(1999),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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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ranstrand(1999)가 제시한 기업의 특허전략 

유형 주요내용 

Ad-hoc 

Blocking and 

‘Invent around’ 

 

해당 기술분야 내 경쟁사의 전

략특허(X)가 소수 존재하는 경

우, 이를 회피하여 설계함. 

Strategic patent 

searching 

 

해당 기술분야 내 기술적으로 

중요한 전략특허의 경우 회피 

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연

구개발단계에서부터 전략특허 

발굴 및 탐색을 진행함 

Blanketing 

(Flooding) 

 

제품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기술에 대해 대량으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개량된 발명에 

대한 타사의 사용가능성을 낮춤  

Fencing 

 

경쟁사의 R&D 방향을 분석함

에 기반해, 이를 저지하는 방향

으로 특허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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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 

 

타사의 전략특허(X)가 존재하

는 경우, 해당 전략특허의 상업

적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개량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함. 

Combination 

patent network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

호하고, 아울러 타사에 대한 협

상력을 강화함. 

 

1.2.2.2 기업의 특허보유의도에 따른 IP전략(Gilardoni, 2007) 

 

Gilardoni (2007)의 경우 앞서 1.2.2.1절에서 살펴본 Granstrand (1999)

가 기업의 외부상황(선도업체 – 후발업체)에 중점을 둔 기업의 특허전략을 수

립함과 달리 기업의 내부상황(기업의 특허보유의도)에 따른 특허전략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Gilardoni (2007)

는 기업이 자사가 보유하게 된 특허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특

허보유의도(Patent intent),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특허를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특허확보전략(Patenting strategy) 및 기업이 자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특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특허포트폴리오 운영방침

(Patent portfolio management)라는 세 가치 측면에 따라 총 다섯 가지의 유

형으로 정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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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ilardoni(2009)가 제시한 기업의 특허전략 

유형 
특허보유의도 

(Patent intent) 

특허확보전략 

(Patenting strategy) 

특허포트폴리오 운영방침

(Patent portfolio 

management) 

공세적

(Aggressive) 

방어적 

(경쟁사와의 협상력 

강화) 

자사제품의 주요기술과 관

련된 다수의 특허를 무작위로 

확보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감

소함 

특허는 독점배타권이

자,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기업의 의사결

정근거로 활용함 

능동적

(Active) 

방어적 

(라이선스 등을 통

한 수익 창출) 

자사제품의 주요기술 및 응

용기술에 대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함 

특허는 독점배타권으

로 확보하되, 수익(라

이센스료 등)을 창출

하는 도구로 활용함. 

선택적

(Selective) 

공격적 

(경쟁사의 기술선점 

저지) 

타사의 R&D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위주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함 

특허는 회사의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

력으로, 향후 기술트랜

드를 예측함에 기반해 

확보함 

수동적

(Passive) 

방어적 

(혁신의 동기 제공) 

자사제품의 주요기술에 대

해 하나의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함 

특허를 독점배타권으

로써 확보하되, 특허유

지비용 절감을 고려함 

명성기반적

(Reputation-

based) 

방어적 

(회사이미지 향상) 

자사제품의 주요기술에 해

당되는 다수의 특허를 무작위

로 확보함. 

특허를 독점배타권으

로써 다수 확보해, 회

사의 이미지를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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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기술수명주기(TLC)9에 따른 IP전략 (Bader, Gassmann, 

Ziegler, & Rüther, 2012) 

 

Bader et al. (2012)의 경우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

수명주기(TLC)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이때 TLC의 각 단계10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전략적 중요성(Strategic impact)와 투입되는 내부역량의 

크기(Strength of internal resources)가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실시의 자유(Freedom to operate), 경쟁자와의 차별성(Diferentiation) 

및 보유특허의 대외활용(External patent exploitation)이라는 세 가지 측면

에 따른 특허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Bader et al.(2012)에 따른 기업의 특허전략 

구분 세부내용 

탐색단계 

(Explore) 

 [실시의 자유]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특허검색(Patent monitoring)/ 경쟁대상기업의 

기술동향 파악 

 [경쟁자와의 차별화] 자사에서 넓고 개념적인 특허출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탐색 

 [특허의 외부활용] 향후 자사가 보유하게 될 특허와 관련되어  크

로스-라이센스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대상 검토 

                                            

 

 
9
 Technology Life Cycle 

10
 학자들에 따라 TLC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 및 각 단계의 명칭은 다소 상이하나 Bader et 

al,(2012)의 경우 TLC의 단계를 총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상기 5단계는 탐색(Explore) – 창

출(Generate) – 보호(Protect) – 최적화(Optimize) – 쇠퇴(Decline)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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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단계 

(Generate) 

 [실시의 자유] 자사의 R&D방향에 따른 좁은 범위의 특허검색

(Patent scanning) 

 [경쟁자와의 차별화] 경쟁기업 또는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전략특허(Strategic patent)의 츨원 

 [특허의 외부활용] 자사 보유 특허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는 크로스-라이센스 대상특허 파악 및 가능성 조사 

보호 단계 

(Protect) 

 [실시의 자유] 자사의 해당 기술분야 내 기술적 선점을 고려/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라이센스-인 가능성 검토 

 [경쟁자와의 차별화]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원천특허(Basic 

patent) 및 특정 응용분야에 관한 특허를 조합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 

 [특허의 외부활용] 장기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기술분야 내 업체

로의 라이선스-아웃 가능성 검토 

최적화 단계

(Optimize) 

 [실시의 자유] 경쟁사의 관련특허(개량발명, 변형발명)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경쟁자와의 차별화] 비용-수익 비율에 따라 자사의 특허포트폴리

오에 대한 검토/ 자사기술의 대체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 

 [특허의 외부활용]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 같은 기술분야 내 다른 

업체로의 라이센스-아웃 가능성 검토 

쇠퇴 단계 

(Decline) 

 [경쟁자와의 차별화]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자사의 보유특허 실사 

후 포기  

 [특허의 외부활용] 다른 업체로의 라이센스-아웃 및 특허 매각 

 

아울러, Bader et al. (2012)은 앞서 제시한 세부방안을 효율적으로 실행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기업의 활동 및 시장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내 IP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제품개발 및 사업모델개발 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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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 

1.2.3.1 기업의 핵심역량(Core capabilities)와 IP전략의 

연계(Smith & Hansen, 2002) 

 

Smith and Hansen (2002)은 지식경제사회 하에서 기업이 평균수익 이상

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독창적인 가치(Unique 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역량(Core capabilities)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핵심역

량은 아래의 [그림 2]에서 볼수 있듯이제품의 차별화 또는 독창화에 기여하

는 역량(Techinal ‘Know-what’), 제품의 서비스 향상 또는 품질 관리에 기

여하는 역량(Operational ‘Know-how’)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림 2] Smith and Hansen(2002)가 제시한 핵심역량(Core capability)의 개념
11

 

                                            

 

 
11

 그림 출처 : Smith and Hansen(2002),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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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mith and Hansen (2002)은 전술한 기업의 핵심역량에 부합하

는 IP만이 기업에 있어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인 지식재산관리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부합되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핵심역량에 

포함되는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평가하는 것(Generating, Protecting and 

Valuing IP)이라고 정의하였다. 

 

1.2.3.2 기업의 내부∙외부 상황을 고려한 IP전략 (Reitzig, 2004) 

 

Reitzig (2004)의 경우 기업의 자산 중 하나인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우위의 확보, 기업의 외부흐름 및 기업의 내부흐름이

라는 세 가지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에 있

어서도 앞서 언급한 전략적 측면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제에 근거하여 세부방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Reitzig(2004)에 따른 기업의 특허전략
12

  

전략적 상황 전략적 과제 지식재산전략 옵션 

경쟁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경쟁

적 우위의 확보 및 유지에 어떻

게 도움이 되는가? 

 브랜드의 창출 

 IP의 조합 

 IP에 기반해 사실상의 표준 수립 

 IP에 기반해 기술을 주도 

                                            

 

 
12

 출처 : Reitzig(2004),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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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 

(External 

context)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해당 

산업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 

 IP를 통해 시장점유율 장악 

 기술복합적 산업에서 IP를 협상카

드로 활용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해당 

산업 내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응옵션을 제공하는가? 

 IP를 통해 수직적 차별화 

 IP를 통해 수평적 차별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시장

의 진입장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특허의 누적적 확보를 통해 형성 

 특허와 상표의 조합을 통해 형성 

 기술분야의 뛰어난 인재 섭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밸류

체인 상의 수직적 권력을 확보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밸류체인 상의 다른 기업에게 기업

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 

내부 환경 

(Internal 

context)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실행을 위해

서 어떠한 조직구조가 필요한가? 

기업 전체 차원/단위 사업부 차원 

각각의 IP관리 전담부서를 형성 

 

1.2.3.3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IP전략(Conley, Bican, & Ernst, 

2013) 

 

Conley et al. (2013)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고, 또한 이를 마케팅과 연관함으로써 해당 지식재산과 관련

된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통해 다른 제품에 

활용하며, 더 나아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가치 순환(Value articulation)’ 프레임워크를 다음 페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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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제시했다.  

 

 

[그림 3] Conley et al.(2013)의 ‘가치 순환(Value articulation)’ 프레임워크
13

 

 

보다 구체적으로, Conley et al. (2013)는 해당 기업의 제품과 관련된 기술

에 대해 특허 등을 확보하되, 특허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멸하는 

유한한 권리인 점을 고려하여 특허에 형성되는 고객의 가치(예를 들어, 제품

의 성능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일정 요건 하에서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상표 등의 다른 지식재산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제품의 출시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향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기 ‘가치 

순환’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의 [표 6]과 같다. 
                                            

 

 
13

 그림 출처 : Conley et al.(2013),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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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Conley et al.(2013)의 ‘가치 순환(Value articulation)’ 프레임워크의 구성 

구분 내용 

가치 이전 

(Value transference) 

회사가 보유한 개별 특허에 의해 형성된 소비자의 평가를 상표

에 누적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브랜드에 관한 소비자 선호를 형

성하는 단계 

가치 전환 

(Value translation) 

회사가 보유한 개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해당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키는 단계 : ‘우리

회사가 보유한 IP를 통해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시

장점유율을 높일 것인가? 

가치 수송 

(Value transportation) 

회사가 보유한 개별 특허 등 지식재산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단계 : ‘우리 회

사가 보유한 IP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Conley et al. (2013)는 ‘가치 순환’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일 예로 

몬산토社를 제시하였는데14, 1990년대 이후 물질 관련 특허에 기반해 제초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몬산토(Monsanto)社는 해당 제품에 ‘라운드업

(Roundup)’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가치 이전’), 

이후 다양한 농업 관련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다

(‘가치 전환’). 이후, 몬산토社는 신규시장인 종자시장에 진출하면서 DNA기

술에 기반해 개발한 자사의 ‘라운드업’ 제초제에 관한 내성이 있는 제품에 ‘라

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라운드업’ 

                                            

 

 
14

 Conley et al.(2013),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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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누적된 자사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가치 수송’), 

이를 통해 몬산토社는 과거 90년의 역사를 지닌 화학기업에서 농업분야를 주

도하는 혁신적인 생명공학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3 선행문헌의 시사점 및 보완점 검토 

 

먼저, 앞서 1.2.2절에서 살펴본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저자 주요내용 및 시사점 

Granstrand (1999) 

 기업의 특허전략은 시계열적 형태가 바람직함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의 전략적 상황(선도업체 – 후발업

체)에 따라 실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Gilardoni (2007)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의 특허보유의도, 특허확보방안, 특

허포트폴리오 운영방침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Bader et al. (2012) 

 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

(TLC)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의 특허전략은 경쟁자와의 차별화, 실시의 자유 및 특

허의 외부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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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표 7]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Granstrand 

(1999) 및 Gilardoni (2007)의 경우 기업이 자사가 처한 상황 하에서 특허

를 어떻게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상표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및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사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관한 세부방안에 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Bader 

et al. (2012)의 경우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수명주기(TLC)에 따라 

구체화한 특허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

업의 보유특허에 한정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1.2.3절에서 살펴본 ‘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광의의 지식재산전략’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저자 주요내용 및 시사점 

Smith and Hansen 

(2002) 

 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의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의 전략적인 지식재산관리는 기업의 핵심역량에 부합

하는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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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zig (2004)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경쟁적 우위의 확보,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에 부

합하는 전략적 과제에 관한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

람직함 

Conley et al. (2013)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 상표 등의 지

식재산을 상호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

하는 ‘가치순환’ 프레임워크 하에서 수립되어야 함 

 기업은 자사의 특허를 통해 축적된 소비자의 신뢰를 상표

등에 이전하여 상호연계하며(가치이전), 자사의 지식재산

을 통해 기존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거나(가치전환),

새로운 제품 출시시 활용하는 것(가치수송)이 바람직함  

 

위에 제시한 [표 8]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광의의 지식재산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면, Smith and 

Hansen(2002)의 경우 기업의 현재 또는 미래의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핵

심역량과 지식재산전략의 연계를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기업

의 지식재산이 어떻게 핵심역량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이에 따른 세부전략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Reitzig(2004)의 경우 Smith and Hansen(2002)에 비해 기업의 지

식재산전략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해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바람

직하나, 기업이 자사의 R&D 과정 하에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창

출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

이 있다. 아울러, Conley et al. (2013)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어

떻게 무형자산화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인지에 관한 전체적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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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Reitzig(2004)와 마찬가지로 기업

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기존 선행문헌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함에 

비추어볼 때, 기업이 자사의 독점적 지위와 더불어 실시의 자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전술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이 적합하며, 아울러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 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는 차원에서는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전술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양자택일하

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사의 지식재산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에 따른 결과 또는 

기업이 진행한 연구개발에 따른 산출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되어 보유하고 있는 기술(구체적으로, 기업이 개발하고

자 하는 특정 제품의 생산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형 등과 관련된 기술)의 흐

름 또는 수명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의 수명흐름에 따라 시계열적 형태의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외부환경(예를 들어, 경쟁기업의 연구개발방향 또는 제품

출시현황)과 내부환경(예를 들어, 기업의 특허확보방안)에 관한 측면을 반영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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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본 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 아래 앞서 1.3

절에서 기존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기업의 바람직한 지식

재산전략 프레임워크가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도

출하였다. 

 

 

[그림 4] 본 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의 주요 개념 

 

위의 [그림 4]에서 도식화한 바와 같이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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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식재산전략을 연계시키기 위해 기술수명주기(TLC)의 개념 15 을 고려한 

시계열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기업의 전략적 상황(기업이 해

당 기술분야 내 선발업체 또는 후발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적합한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은 자사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에 있

어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되, 지식재

산의 창출 및 보호 측면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전술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전술한 ‘광의의 지

식재산전략’의 개념을 활용하여 세부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림 5] 기술수명주기(TLC)와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관계
16

 

                                            

 

 
15

 본 연구에서 도입하는 TLC의 개념은 Chesbrough (2006)가 제시한 것으로, 출 출현

(Emerging) – 성장(Growth) – 성숙(Mature) – 쇠퇴(Decline) 총 4단계로 구성된 TLC의 개

념을 제시하였다. 
16

 Cao and Zhao (2011), p.257 참고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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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수명주기(TLC)

와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의 연관관계를 요약하면 위의 [그림 5]와 같다.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기술수명주기(TLC)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기

업은 자사의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기술이 출현(Emerging) 단계17에 해당되는 

경우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해

당 기술분야 내 연구의 흐름과 경쟁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천기술을 

탐색하고, 발견된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및 권리확보 또는 타사의 원천기술 관

련 특허매입18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함으로써 실시의 자유를 확

보하고, 자사와 경쟁이 예상되는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사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Growth) 단계 19 에서는 기업은 자사가 확보한 원천기술과 

관련된 특허(이하, ‘원천특허’)와 더불어 해당 원천특허와 관련된 응용기술(또

는 개량기술)과 관련된 특허(이하, ‘응용특허’ 또는 ‘개량특허’)를 확보함으로

써 독점적 지위를 강화20하며, 아울러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디자인 및 상

                                            

 

 
17

 Chesbrough (2006)는 출현(Emerging)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

술적 표준이 수립되어있지 않으며, 연구방향에 따른 기술적 위험이 큰 단계라고 정의했다. 
18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네덜란드의 리쿼비스타(디스플레이 관련) 및 미국의 그란디스(메

모리 반도체 관련), 2011년 우리나라의 메디슨(의료기기 관련)을 인수합병함으로써 해당 회사

가 보유중인 원천기술 및 특허를 획득했다<출처 : 김범태 and 최서희 (2012), p.7> 
19

 Chesbrough (2006)는 성장(Growth)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기술적 표준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연구방향에 따른 기술적 위험

이 감소하는 단계로 정의했다. 
20

  예를 들어, IBM의 경우 자사의 연구방향과 관련된 발명에 관해 다출원전략(Blanketing)을 

유지하면서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등록특허건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2

년 기준으로 10억 7400만 달러(약 1조 1200억원)의 기술이전 및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 

<자료 출처 : IBM Annual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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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창출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은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수 진입하게 되는 경쟁기

업을 저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보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숙(Maturity) 단계21에서는 기업은 경쟁기업의 모방을 적극적

으로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며,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예를 들어, 특허풀의 형성)을 통

해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 측면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

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의 독점배타성에 의존한 권

리행사보다는 시장의 수요가 정점에 도달한 단계이므로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

산의 라이센스-아웃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측면을 

고려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Decline) 단계22에서는 기업은 자사가 보유중인 지식재산

에 관한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을 절감하고 자사의 사업방향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더 나아가 자사가 보유중인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활용에 중점을 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 수립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

                                            

 

 
21

 Chesbrough (2006)는 성숙(Maturity)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규모가 최대점에 도달하며 기술표준

의 수립이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연구방향에 따른 기술적 위험이 낮은 단계로 정의했다. 
22

 Chesbrough (2006)는 쇠퇴(Decline) 단계의 특징으로, 시장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기술표준이 완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 위험이 증가하는 단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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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전략적 상황에 따라 외부환경에 관련된 구성요소인 

경쟁기업 대응(차별화), 내부환경에 관련된 구성요소인 IP확보방안 및 IP관리

방안 등 총 세 가지의 측면을 고려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6]와 같다. 

 

 

[그림 6] 본 연구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프레임워크의 전체구성 

 

먼저, 출현 단계에 있어서 기업은 자사의 독점배타적 지위의 형성 및 실시

의 자유 확보를 위해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기업

의 전략적 상황이 선발업체인 경우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원천

특허의 확보를 실행하여야 하며, 기업의 전략적 상황이 후발업체인 경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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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업체의 원천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설계 또는 원천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공백기술의 창출과 함께 이에 따른 회피특허 또는 공백특

허의 확보를 실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반을 전담할 

수 있는 IP전담조직의 수립23을 통해 기술동향의 파악과 더불어 발명평가제도

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단계에서 있어서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개량

특허 및 응용특허의 확보를 통해 자사의 독점배타적 지위를 강화하고, 타사와

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을 확보하며, 자사의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선

호(또는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상표를 아울러 확보하는 ‘협의의 지식재산전

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다 상세하게, 기업은 앞서 출현 단계에서 확보한 자사의 특허를 보다 효

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때 기업의 전

략적 상황이 선발업체인 경우 자사가 확보한 원천특허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

호하기 위한 응용특허 또는 개량특허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24을 실행하여야 하며, 후발업체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선발업체와

의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선발업체의 연구개발방향을 저지할 수 있거나 향후 

크로스-라이센스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23

 예를 들어, 일본의 글로벌 통신 및 전자업체인 NEC의 경우, 2002년 4월 본사 내 ‘지적자

산사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각 사업별 특허전략을 총괄하는 CPO(Chief Patent Officer)아

래 약 4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기존의 지식재산전략 수립 뿐만이 아닌 신사업개발, R&D

프로제트 선정관리까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출처 : 특허청 (2011), p.190.> 
24

 성장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의 특허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예로 

Granstrand(!999)가 제시한 블랭킷(Blanket) 또는 특허포트폴리오 네트워크(Combination 

patent network)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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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팽창25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전략적 상황과 관계 없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기업은 자사의 

제품 외형에 관한 디자인 및 자사의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이미지 및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상표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숙 단계에서 기업은 앞서 출현 및 성장 단계에서 양적으로 팽

창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한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둔 ‘협의의 지식재산

전략’과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에 상표 및 디자인 등 이외의 지식재산을 통합

적으로 연계시킨 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관리하는 ‘광의의 지식재산

전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해당 기술분야 내 영향

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의 제휴 26(예를 들어, 타사와의 크로스-라이센스 

또는 특허풀의 형성)를 고려하여야 하며, 성숙 단계의 경우 시장의 수요 및 

제품과 관련된 기술적 완성도가 정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경쟁회사와의 차별

화를 위한 제품의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성장 

단계에서 양적 팽창을 통해 확보한 지식재산에 관해 자사의 사업방향에 부합

하는 지 여부에 따른 실사 및 유지평가를 통한 질적 관리27를 수행하여야 한

                                            

 

 
25

성장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의 특허프토폴리오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예로 

Granstrand(!999)가 제시한 펜싱(Fencing) 또는 서라운딩(Suttounding)을  들 수 있다. 
26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의 특허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0년 퀄컴(반도체칩), 코닥

(휴대폰 카메라), 샤프(LCD) 및 2011년 IBM과 MS(휴대폰 운영체제)과 각각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출처 : 김범태 and 최서희 (2012), p.7> 
27

 예를 들어, 히타치제작소의 경우 자사의 핵심기술이며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인 약 5개 내

외의 전략특허(Strategic patent), 상기 전략특허의 개량 또는 응용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로 형

성된 1차 특허장벽 및 전략특허 및 1차 특허장벽과 관련되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주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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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향후 사업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유지비용의 절감을 위해 권리릎 

포기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사가 확보한 지식재산의 라이센스-아웃을 통

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 단계에서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하여 기

업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기업은 자사 제품의 신뢰, 이미지를 훼손하는 유사상표 또는 유사제

품에 관한 권리행사 등을 포함한 브랜드 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

업은 자사가 보유중인 기술의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사의 연

구방향과 관련된 유망기술의 탐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

사가 보유중인 특허 등에 대한 매각 또는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포기를 고려

하여야 한다. 

  

                                                                                                                        

 

 
에 관한 2차 특허장벽으로 약 300개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질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32 

2.2 본 연구의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에 따른 

세부방안 

 

앞서 2.1절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발업체의 

지식재산전략 세부전략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본 연구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세부방안(선발업체) 

 

먼저, 출현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자사

의 연구방향 결정을 위한 기술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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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요경쟁사의 특허출원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의 발표논문까지 포

함하여 넓은 범위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IP 확보 측면에서 

자사의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원천특허를 출원하거나 자사의 연구방향에 부합

하며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해당

회사로부터의 특허매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IP 관리 측면에서 기업은

자사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재산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IP전

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 IP전담조직은 연구부서의 협력 하에 해당 분야

의 기술동향 에 부합하는 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발명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IP전담조직의 주도로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의 선행특허에 저촉되는 지 여부 

및 자사의 특허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를 바탕으로 IP 확보 측면에서 경쟁사의 선행특허와 저촉되지 않으며 자사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개량특허 또는 응용특허를 확보하며, 아울러 자사의 제품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및 상표의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덧붙여, 

기업은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다 견고히 강화하기 위해 시장 수요의 성장에 

따른 기술표준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IP 관리 측면에 

있어서 IP전담조직의 주도하에서 원천특허와 관련된 개량특허 또는 응용특허

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때 경쟁

사의 연구방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특허를 확보하거나(Fencing), 경쟁사의 

실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자사의 원천특허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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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확보하는 것(Blanketing)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숙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업체가 자사의 보유특허를 

침해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경쟁업체의 침해가 예

상되거나 현실화되는 경우 특허소송 및 분쟁을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

지하여야 한다. 덧붙여, IP 확보 측면에 있어서 경쟁업체와의 특허분쟁에 대비

하기 위해 경쟁업체가 취약한 분야 또는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선행특허 등을 매입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공격적 목적의 특

허풀 형성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 수요가 최대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의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IP관리 측면에 있어서 출현 및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확보한 자사의 특허, 상

표 및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연계한 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불필

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실사 및 유지평

가를 통해 보유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질적 관리를 추

진하여야 한다. 이때, 자사의 사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지식재산의 경우 다

른 업체로의 라이센스-아웃을 통한 로열티 수익의 창출 역시 적극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 단계에 있어서, 선발업체는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자사의 신규사업을 위한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기존에 보유중인 제품의 특허, 상표 등에 누적되어 있는 자사의 이미지 관리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 중 다른 기업에 매

각이 가능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창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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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후발업체의 지식재산전략 세부전략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본 연구에 따른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세부방안(후발업체) 

 

먼저, 출현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는 경쟁기업과의 대응 측면에 있어서 특

허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 또는 연구분야와 관련되어 

동일 또는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경쟁기업의 선행특허(이하, ‘문제특허’)를 모니

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쟁기업이 확보

하지 못한 공백분야를 탐색하기 위해 논문 등을 통한 기술동향 모니터링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IP 확보 측면에 있어서 경쟁사의 문제특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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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기업의 선행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회피설

계(Inventing around) 또는 공백기술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28, 자사의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거나 자사의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타사의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관한 권리성 및 기술성 분석(매입특허조사)에 따

라 필요시 특허를 매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후발업체는 

앞서 언급한 선발업체와의 특허분쟁을 최소화하며 아울러 자사의 독점적 지위

를 구축하기 위한 회피설계 및 공백기술의 확보를 위해 IP전담조직을 정비하

여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는 경쟁업체과의 대응 측면에 있어

서 자사의 제품이 선발업체의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선행기술

조사 및 저촉여부 분석을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확보한 선행기

술을 통해 출현 단계에서 파악한 경쟁사의 문제특허를 무효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IP 확보 측면에서는 출현 단계에서 탐색된 공백분야 

관련 기술에 관한 공백특허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표준 수립이 논의되는 경

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선발업체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자사가 

확보한 회피특허 또는 공백특허와 기술적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관한 관련된 

개량특허의 확보를 통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선발업체의 연구방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특허를 확보하거나(Fencing), 

                                            

 

 
28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대상 기업인 애플의 경우,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출한 후발

업체로서 선발업체가 선점하지 않은 공백분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 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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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발업체의 원천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응용분야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

는 것(Surrounding)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숙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는 경쟁업체와의 관계 측면에서 선

발업체와의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출현 및 성장 단계에서 축적된 기술동

향 모니터링 또는 저촉여부분석 결과에 근거해 비침해 또는 특허의 무효를 입

증하거나, 또는 성장단계에서 구축한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에 근거해 경쟁사

와의 크로스-라이센스 협상을 추진하거나 경쟁사에 관한 대응방안으로써 자

사의 특허권에 기반한 권리행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발업체는 IP 

확보 측면에서 다른 후발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어적 목적의 특허풀

(다시 말해, 선발기업의 권리행사에 대응하거나 협상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의 특허풀)의 형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품의 수요가 정점에 달했으

므로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제품디자인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쇠퇴 단계에 있어서 후발업체 역시 2.3.1절에서 언급한 선발업

체와 동일하게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신규사업

을 위한 유망기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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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연구 : MP3 플레이어   

2.3.1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기업 및 선정이유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MP3 플레이어 관련 국내외 기업

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측면에 한정하여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성

공적이었는지 또는 실패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앞서 2.2절에서 제안한 본 연구

의 프레임워크 및 세부방안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덧붙여, 본 연구

의 대상기업은 우리나라의 ㈜엠피맨닷컴29, 아이리버(iRiver)30 및 미국의 애

플(Apple)社로 선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기업 중 ㈜엠피맨닷컴의 경우 

2000년 당시 해외 주요 벤처캐피털로부터 원천기술 확보를 인정받아 약 80

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31 , 미국의 컴퓨터분야 저명잡지인 바이트

(Byte)紙가 1998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세빗(CEBIT) 출품작 중 ‘MP맨’ 

제품을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분야 우수작으로 선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32 , 더 나아가 외장메모리(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저장용량의 

확장이 가능한 개량제품(모델명 : MP-F20) 등 다수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29

 새한정보시스템은 2000년 MP3 플레이어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하던 오디오기기사업부를 ㈜

엠피맨닷컴으로 분사시켰다. 
30

 당초 회사명칭은 레인콤이었으나, 이후 회사의 MP3 브랜드 명칭이었던 아이리버로 회사명

칭을 변경하였다. 
3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00000039129754&type=det 
32

 전자신문, 새한정보 “MP맨” 히트예감, 1998년 04월 16일자 기사 

<출처 : http://www.etnews.com/news/etc/1514391_1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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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하는 등 MP3 플레이어의 출현 당시 다른 회사에 비해 앞선 기술력을 선

보이고 있는 선발업체였다. 

아이리버(iRiver) 는 1999년 설립된 이후 초창기에는 MP3 CD 플레이어를 

생산해왔으나, 2002년 9월 최초의 MP3 플레이어 제품(제품명 : iFP-100, 

‘프리즘(Prism)’)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출했으

며, 최초의 제품을 출시한 지 2년만인 2004년 매출액이 4500억원을 돌파하

는 등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MP3 플레이어의 원천특허를 보유

한 ㈜엠피맨닷컴을 인수하였으며, 플래시메모리방식 MP3 플레이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벤처기업

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후발업체였다. 

이에 비해, 현재 MP3 플레이어 세계시장에서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

보한 ‘아이팟(iPod)’33을 통해 시장지배적 업체로 성장한 애플의 경우, ㈜엠피

맨닷컴보다 2년 늦은 2001년 최초의 제품인 ‘아이팟 클래식(iPod Classic)’

을 출시하였다. 애플은 2006년 경쟁업체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

(Creative technologies)와의 MP3 플레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분

쟁에서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경쟁사인 삼성전자 등

으로부터 부품을 수급하여야 하여 가격결정력이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많은 후발업체 중 하나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대상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엠피맨닷컴의 경

                                            

 

 
33

 ‘12년 9월 기준 아이팟의 누적판매량은 약 3억 5천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 http://www.statisticbrain.com/apple-computer-company-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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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04년 7월 아이리버(iRiver)에 인수됨에 따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실패

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엠피맨닷컴을 인수한 아이리

버 역시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력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높은 세계시장점유율

을 기록했었으나, 애플의 ‘아이팟 나노’ 출시에 의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급속

히 잃게 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등 경쟁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애플의 경우 2001년 ‘아이팟 클래식’의 출시 이후 아이리버에 

잠시 미국시장 점유율 1위를 내어주기도 하였으나, 컴퓨터 내 MP3 음원관리, 

음원구매 및 재생이 통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iTunes)’와 ‘아이

팟’ 제품의 결합을 통해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구축함에 따라 2005년 MP3 

플레이어 세계점유율 1위에 등극하게 되었으며34, 이후 현재까지 70% 이상의 

점유율으로 시장지배적 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기업의 대표적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업체가 MP3 플레이어 관련 선발업체 또는 후발

업체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는지에 관해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여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덧

붙여, 본 연구의 사례대상 기업인 ㈜엠피맨닷컴, 아이리버 및 애플이 최초로 

출시한 MP3 플레이어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9]와 같다. 

                                            

 

 
34

 05년 기준 MP3 플레이어 세계시장점유율 순위는 애플(51%),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

(13%), 삼성전자(7%), 아이리버(6%), 소니(5%) 및 기타업체(18%) 순이었다. <출처 : 무역

위원회 (2006) , p.86.> 



41 

[표 9] 사례분석 대상기업의 MP3 플레이어 제품 비교 

구분 
㈜엠피맨닷컴 

(제품명 : MP-F10) 

아이리버 

(제품명 : iFP-100 )‘ 

애플 

(제품명 : iPod classic 

1세대) 

제품사진

35
 

   

출시일 1998.02 2002.09 2001.10 

저장용량 

및 저장

매체
36

 

16MB/32MB 

(플래시메모리 방식) 

128/256/512MB 

(플래시메모리 방식) 

5GB 

(HDD 방식) 

크기 및

무게 

70mm(폭) *90mm(길이)  

* 16.5mm(두께)/65g 

28.5mm(폭)*90mm(길이) 

* 31mm(두께)/ 32g 

61.7mm(폭)*102.1mm(길

이) * 19.8mm(두께) / 184g 

재생지원 MP3 MP3, ASF, WMA MP3, WAF, AIFF 

재생시간 
약 6~7시간 

(전용충전지) 

약 20시간 

(AA건전지) 

약 10시간 

(내장배터리) 

PC연결 패러렐 포트 USB1.1 IEEE1394(Fire-wire) 

                                            

 

 
35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 htpp ://en.wikipedia.org> 
36

 MP3 플레이어를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는 MP3파일을 기록 및 저장하는 저장매체로, 당시 

㈜엠피맨닷컴에서 출시한 ‘MP맨’의 경우 플래시메모리를 사용하였으며,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

팟(iPod)’의 경우 하드디스크(Hard Disk Drive; HDD)를 저장매체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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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술적 배경 및 시장상황 

 

MP337 파일은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 등이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음성 압축 코덱에 대응되는 파일 형식으로 비교적 낮은 

비트레이트(Bit-rate)에서도 양호한 수준의 음질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어 현재까지도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음원 파일 형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1998년 이전까지 MP3 파일은 컴퓨터에서만 재생이 가능했으며, 

이후 MP3 재생기기의 과도기적 형태로 MP3 파일을 레코딩한 CD를 재생가

능한 MP3 CD플레이어가 등장했다. 현재와 같이 MP3 파일의 재생이 가능함

과 동시에 휴대성이 보장되는 MP3 플레이어의 경우 ㈜엠피맨닷컴(舊 새한정

보시스템)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와 전략적 제휴를 거친 개발에 의해 

1998년 2월에 시장에 출시한 ‘MP맨’(모델명 : MP-F10)이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이었다38.  

하지만, ㈜엠피맨닷컴의 제품 출시 이후 MP3 플레이어를 생산하는 2002년 

기준으로 국내에만 47개에 달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MP3 플

레이어의 시장규모 역시 아래의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을 경과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37

 MP3은 MPEG(Motion Pictures Expert Group)-1 Audio Coding layer 3의 줄임말이다. 
38

 1997년 당시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개발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

(대표 : 황정하)이었으나 제품 사업화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당시 새한정보시스템과 전략적 제

휴를 맺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 제품의 완성 및 상용화를 추진하였으나, 제품출시 

직전인 1998년 초 디지털캐스트와의 새한정보시스템 간의 전략적 제휴는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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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P3 재생기기 세계시장 규모(1999~2010)
3940

 

 

㈜엠피맨닷컴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인 99년 당시 MP3 플레이어를 포함한 

MP3 재생기기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85만대에 불과했지만, 이후 07년까지9

년 동안 연평균성장률(CAGR)41이 약 72%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i-Phone)’으로 대표되는 MP3 

재생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시장조사기관인 IDC

                                            

 

 
39

 자료 출처 : 무역위원회 (2006)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도자료<MP3 플레이어 최초로 개

발하고도 3조원 날려, 2012.07.17일자 배포> 를 참고하여 재정리 
40

 ‘06년 이후 통계수치는 세계 25개 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를 대상으로 MP3 

재생이 가능한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의 시장규모를 포함한 값이다.   
41

 Compound Annual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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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이후 MP3플레이어 세계시장규모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지속적

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  

 

2.3.3  (주)엠피맨닷컴(선발업체)  

 

㈜엠피맨닷컴은 앞서 2.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P3 플레이어 분야에

있어 최초의 상용화된 제품을 출시한 선발업체였으며, 제품개발과 동시에 특

허출원을 진행하여 애플이 최초의 제품인 ‘아이팟’ 1세대를 출시한 시점인 

2001년 이미 MP3 플레이어 관련 원천특허를 한국 외 다수 국가에 확보한 

상황이었다42.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MP3 플레이어 제품을 출시

함으로써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9년 당시 지식재산의 창출에 중

점을 두고 원천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구

축하였다는 점에서 기술의 출현 단계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창출 측면에 중점

을 두고 ‘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 및 실행한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엠피맨닷컴의 경우 제품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원천특허를 확

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 경쟁기업의 시장

                                            

 

 
42

 당시 (주)엠피맨닷컴은 2001년 한국에서 등록된 한국등록특허 0287366호(엠피이지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부록 1.1] 참고), 0293158호(다양한 기능을 갖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부록 1.2] 참고) 및 한국등록특허 0366243호(컴퓨터 음악파일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 장치, [부록 1,3] 참고)와 관련하여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 패밀리출원

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유중인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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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원인을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엠피맨닷컴의 경우 기술의 창출 단계에 있어서 원천특허를 확보하

였으나, 이후 성장 단계에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응용특허나 

개량특허의 확보에 소홀하여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지 못하였

으며, 아울러 제품의 상표 및 디자인권의 확보를 통한 지식재산포트폴리오의 

형성에 실패했다. 

 

 

[그림 10] ㈜엠피맨닷컴의 MP3 관련 한국출원 추이(1999~200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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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검색DB사이트인 KIPRIS(www.kipris.or.kr)을 활용하여 출원인이 엠피맨닷컴(새한정보

통신시스템 포함)인 국내 특허,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자체 검색한 결과이다. (조사시점 : 2013

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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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엠피맨닷컴이 2004년 경쟁회사인 아

이리버에 인수되기 전까지 MP3 플레이어 관련 국내특허출원은 총 6건이었으

며 디자인출원의 경우 4건에 불과하였다. 이와 대조적인 예로 동일한 기간

(1999~2004년) 내 아이리버의 경우 MP3 플레이어 관련 한국특허출원 51

건 및 디자인출원이 31건44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플 역시 미국특허

출원이 21건이었다는 점45과 대비할 때, 성장 단계에 있어서 ㈜엠피맨닷컴의 

지식재산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엠피맨닷컴의 경우와 같이 선발업체가 원천특허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와 관련된 특허포토폴리오의 양적 팽창이 없는 경우 후발업체들이 원천

특허의 회피설계 또는 원천특허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공백분야를 통해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실제 아이리버(iRiver), 현원, 코원(舊 

거원시스템) 등 국내기업과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社, 애플社 등의 해외 

기업이 MP3 플레이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완벽히 저지할 수 없었다46. 

 

둘째, ㈜엠피맨닷컴의 경우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한 역량이 미흡했으며, 이에 따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효

율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당시 ㈜엠피맨닷컴의 제품 출시 이후 미국의 다

이아몬드 멀티미디어(Diamond multimedia)社가 ‘MP맨’ 제품 개발에서 주도

                                            

 

 
44

 [그림 10] 참고 
45

 [그림 11] 참고 
46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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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한 ㈜디지털캐스트를 인수합병(M&A)하면서 원천특허의 공동특

허권자가 된 이후 1998년 10월 ‘MP맨’과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제품명 : 

Rio PMP 300)을 미국시장에 출시했으며, 이에 대해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특허권에 기한 침해 또는 제품의 생산중단을 주장할 수 없었다. 

 

셋째,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도외시한 채 

소수의 원천특허에 근거해 특허소송을 지나치게 남발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기업으로부터 승소하여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으나47,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기업의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 지속적으로 

법률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표 10] 참고).  

이로 인해, ㈜엠피맨닷컴은 원천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확정이 됨에 따

라 독점배타적 지위에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과의 빈번한 특허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출과 시간 소모라는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표 10] ㈜엠피맨닷컴의 MP3 원천특허 관련 분쟁 

구분 분쟁유형 분쟁대상 결과 

한국등록특허 

0287366호 

무효심판 청구 

(2001.05.24) 

㈜거원시스템(現 COWON), (주)레인

콤(現 아이리버) 외 7개사 

심판청구 기각 후  

소송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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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26일 ㈜엠피맨닷컴은 자사의 원천특허(한국등록특허 0287366호 및 0293158

호)와 관련하여 협상대상 중 하나인 지누코퍼레이션과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며, 

해당기업의 제품 매출액 기준 3%를 로열티로 지급받게 되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MP3P 

특허료 첫 합의, 2001. 07.27일자 기사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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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 

(2001.06.18) 

㈜디지털웨이, ㈜아이앤씨, ㈜현원, 

㈜넥스트웨이, ㈜디지털스퀘어 
청구취하 

이의신청 청구 

(2001.07.13) 
㈜LG전자 청구취하 

한국등록특허 

0293158호 

무효심판 청구 

(2001.07.10) 

㈜디지털웨이, ㈜거원시스템, ㈜바롬

테크, ㈜아이앤씨, ㈜현원, ㈜파인레

버러터리코리아 

일부인용 

(제1항,제3항,제10

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1

항 무효) 

이의신청 청구 

(2001.07.11) 

㈜디지털웨이, ㈜거원시스템, ㈜바롬

테크, ㈜아이앤씨, ㈜현원 
청구취하 

이의신청 청구 

(2001.09,11) 
㈜LG전자 등록유지 

한국등록특허 

0366243호 

무효심판 청구

(2004.01.10) 
㈜레인콤 청구취하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2007.08.24) 

㈜디지털큐브 청구인용 

 

앞서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엠피맨닷컴의 경우 기술의 출현 단계

에서 원천특허를 확보하였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기술의 성장 단계에서 원천

특허와 관련된 개량특허 및 응용특허의 확보를 통한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제품의 상표, 디자인의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포트

폴리오의 형성에도 실패했다. 또한, ㈜엠피맨닷컴이 기술의 출현 및 성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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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반에 걸쳐 경쟁기업의 연구방향 및 경쟁제품에 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을 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구축하지 않은 채 소수의 원천특허에 의존한 특허침해소송으로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려는 단편적이고 성급한 지식재산의 활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

송비용 및 시간을 지출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1] ㈜엠피맨닷컴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2000~2003)
48

 

 

결국 ㈜엠피맨닷컴은 앞서 언급한 지식재산전략 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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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pp://dart.fss.or.kr)에 공시된 ㈜엠피맨닷컴의 사

업보고서 내용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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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별도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애플

의 ‘아이팟 클래식’ 등 경쟁사의 제품들이 출시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인해 지

속적인 적자상태를 기록했으며, 2003년 7월 회사부도 및 법정관리대상이 된 

이후 경쟁기업이었던 아이리버에 2004년 결국 인수되었다.  

 

2.3.4 아이리버(후발업체) 

 

아이리버(舊 레인콤)의 경우 회사설립 초창기에는 2000년 12월 미국 소닉

블루社에 제조업체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개발한 MP3 CD 플레이어를 납

품하였으나, 이후 2002년 자체브랜드인 ‘아이리버(iRiver)를 부착한 첫 MP3 

플레이어 제품(모델명 : iFP-100 ‘프리즘’)을 출시했다.  

당시 아이리버는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업체인 이노 디자인(INNO DESIGN)

社와의 전략적 제휴49를 통한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최초로 기기

의 OS에 해당되는 펌웨어(Firmware)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기성능 향상이라

는 두 가지의 차별성을 선보였으며, 이에 바탕해 삼성전자 및 애플을 제치고 

국내외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본 연구의 프레

임워크에 따라 아이리버가 추진했던 지식재산전략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49

 당시 아이리버의 CEO였던 양덕준 사장은 이노디자인社에게 제품의 디자인을 의뢰하면서 판

매액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이노디자인社의 김영세 

회장은 당시 사각형의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벗어나 하나의 조그 버튼 및 삼각기둥 형태의 외형

디자인 컨셉을 제시했다. 새로운 외형으로 인한 개발팀의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02년 9월 

상품화되어 출시된 ‘프리즘’ 모델(모델명 : iFP-100)은 10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올리며 소비

자에게 아이리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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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리버의 경우 출현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2002년에 제

품을 출시한 후발업체였지만, 소수의 원천특허 보유에 집중한 ㈜엠피맨닷컴과 

달리 지속적으로 자사의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출원을 추진하여 특허포트폴리

오의 양적 팽창을 구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리버는 자사의 제품 디자인

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강점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디자인출원 역시 꾸준히 지속하면서 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아이리버의 MP3 관련 한국출원 추이(1999~2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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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경우 특허검색 유료DB인 FOCUST,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특허검색DB사이트인 



52 

덧붙여, 아이리버가 애플社에게 2005년 이후 MP3 플레이어 시장의 주도권

을 넘겨주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던 중인 2007년 소폭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유행하던 미니멀리즘(Minimalism) 디자인에 기

반해 기능 및 외형을 단순화하되, 미국 디즈니社와의 라이센스를 받은 미키마

우스의 외형을 채택한 MP3 플레이어 모델(모델명 : MPlayer)의 성공이었다

는 점 역시 아이리버의 제품디자인 중시와 지식재산포트폴리오의 형성이 낳은 

산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이리버의 경우 2003년 자사에 지속적인 법률적 분쟁을 제기하던 

㈜엠피맨닷컴이 법정관리대상이 되자 2004년 약 34억원을 투자하여 인수하

였으며, 이를 통해 ㈜엠피맨닷컴이 보유하고 있던 원천특허를 확보함51으로써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도구 또는 향후 경쟁사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다는 측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리버는 ㈜엠피맨닷컴과 마찬가지로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를 비

롯한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특허관리역량이 부족하였는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2006년 있었던 시그마텔(Sigmatel)社52로의 MP3 

원천특허의 매각이었다. 

                                                                                                                        

 

 
KIPRIS(www.kipris.or.kr)을 활용하여 출원인이 아이리버인 경우를 자체 검색한 결과이며, 특

허 및 디자인의 경우 MP3 플레이어 관련으로 한정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51

 머니투데이, 레인콘 MP3P 특허권 선별적 행사 검토, 2004년 07월 6일자 기사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040706104657704> 
52

 시그마텔(Sigmatel)社는 MP3 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코덱용 SOC(System On Chip)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08년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Freescale semiconductor)社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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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이리버는 2005년 애플社가 자사의 주력분야인 플래시메모리방식 

MP3 플레이어 분야에 기능을 생략한 보급형 모델인 ‘아이팟 셔플’ 및 기존의 

‘아이팟 미니’를 대체하는 모델인 ‘아이팟 나노’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출시함

53에 따라 아래의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34%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같은해 당기순손실이 약 699억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림 13] ㈜아이리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1999~2012)
54

 

                                            

 

 
53

 2005년 9월 당시 애플의 ‘아이팟 나노’는 한국에서 2GB 모델이 23만원(미국출시가격 199

달러) 및 4GB 모델이 29만원(미국출시가격 249달러)에 출시되었는데, 당시 아이리버의 주력

모델이었던 U2 1GB 모델이 33만 9천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었다. <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050920151607964> 
54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pp://dart.fss.or.kr)에 공시된 아이리버의 사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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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영적 어려움 하에서 아이리버는 시그마텔에 ㈜엠피맨닷컴이 보유

하고 있던 원천특허의 지분55에 대해 아이리버를 비롯한 한국의 MP3 플레이

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여 비공개 

매각을 진행했다56. 

이와 관련하여 해당 MP3 원천특허를 보유한 채 권리행사에 나섰다면 최대 

27억 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로열티 수익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에 비추어볼 때, 아이리버의 경우 자사가 보유하

고 있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를 전담할 수 있

는 특허관리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인 손해로는 로열티 수익57 , 장기적

으로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제고에 활용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쉽게 포기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58. 

  

                                                                                                                        

 

 
고서 내용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55

 2006년 시그마텔이 아이리버로부터 매입한 원천특허는 아이리버의 자회사인 ㈜엠피맨닷컴

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등록특허 0287366호 및 미국 패밀리특허에 관한 50% 지분이었다. 또

한, 시그마텔은 이미 2005년 해당 원천특허의 나머지 50% 지분을 갖고 있던 다이이몬드 멀티

미디어사의 MP3P 사업부서를 인수한 D&M홀딩스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6

 머니투데이, 레인콤 MP3 관련 특허권 美에 매각, 2006년 1월 5일자 기사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no=2006010518425296698&type=1> 
57

 실제로 2007년 시그마텔로부터 해당 원천특허를 인수한 특허전문회사인 텍사스 MP3 테크

놀로지스(Texas MP3 techonologies)는 애플 및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한 바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된 소송의 내용은 비공개이나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를 지

급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58

 이후 아이리버는 2012년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스(Texas MP3 techonologies)사로부터 

해당 원천특허 중 미국패밀리특허를 다시 매입했으며, 한국등록특허의 경우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었다.<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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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애플(후발업체)  

 

㈜엠피맨닷컴이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출시함과 더불어 원천특허를보유

하고 있었던 선발업체의 입장이었던 것과 반대로 애플은 후발업체였으며, 이

를 입증하는 사례가 ‘사운드 블라스터(Sound blaster)’라는 PC용 사운드카드 

제조회사이며 당시 MP3 플레이어(모델명 : Zen)를 생산하는 경쟁업체인 크

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Creative technologies)社와의 특허분쟁이었다.  

애플은 2006년 6월 8일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Creative 

technologies)社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관련 특허59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에 피소되었다. 애

플 역시 자사가 보유중인 특허60에 근거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社를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을 했으나 결국 2006년 8월 23일 1

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시 CEO이던 故 스티브 잡스

는 “크리에이티브社는 이 원천특허를 등록받아 놓은 것이 큰 행운이었다

(Creative is very fortunate to have been granted this early patent)”라는 

말을 남겼다61. 

                                            

 

 
59

 US6928433(Automatic hierarchical categorization of music by metadata)는 휴대용 음악 

기기에서 논리적인 순서(메타데이터)에 따라 음악파일을 수직적으로 카테고리화하고, 이를 사

용자가 선택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60

 US7046230, 5341293, 5898434 및 6282646 
61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6년 8월 28일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6/08/23Apple-Creative-Announce-Broad-

Settlement-Ending-Legal-Disputes-Between-the-Compan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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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위의 사례를 분석하면, 애플은 MP3 플레이

어 관련 기술의 출현 단계의 후반부에 첫 제품을 출시한 후발업체로 진입하였

으나, 경쟁사의 문제특허 모니터링을 간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의 문제

특허에 관한 회피설계의 확보에 실패하여 결국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62을 지

불하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은 원천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엠피맨닷

컴과 달리 ‘아이팟’과 ‘아이폰’의 잇따른 성공으로 인해 다른 경쟁기업을 제압

한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

에 근거해 애플의 지식재산전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플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社와의 특허소송을 계기로 자사의 발

명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발명평가제도를 재정비하고, 선발업체의 권리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진행했다.  

애플은 2007년 초 ‘아이폰(iPhone)’의 출시 직전“우리는 모든 것을 특허

로 확보할 예정이다(we’re going to patent it all)”이라는 내부방침을 확립하

였으며, 이후 한달에 한번씩 사내 엔지니어‘ 및 특허변호사가 참석하는 ‘발명 

공개 세션(Invention disclosure session)’을 통해 발명평가제도를 정례화하

였다(Duhigg & Lohr, 2012). 또한, 애플은 앞서 언급한 발명평가제도에 의해 

                                                                                                                        

 

 
 
62

 당시 애플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사에 지급한 1억 달러의 배상금은 2006년 애플의 당

기순이익의 약 5%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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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을 대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애플은 당시 이

와 같은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방어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

로 생각했다63.  

 

 

[그림 14] APPLE社의 MP3 관련 미국특허출원 추이(1999~2009)
64

 

 

그 결과, 애플사의 미국특허출원건수는 위의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63

 애플의 사내변호사였던 낸시.R.하이넨(Nancy.R.Heinen)은 “스티븐 잡스의 태도는 애플에 

있는 누군가가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특허출원은 방어적인 도구라는 것이었다(His attitude was that if 

someone at Apple can dream it up, then we should apply for a patent, because even if we 

never build it, it’s a defensive tool).”라는 말을 남겼다 (Duhigg & Lohr, 2012). 
64

 MP3 관련 키워드를 토대로 검색식을 작성한 후 특허검색DB인 FOCUST(www.focust.com)

을 활용하여 미국특허를 자체 검색한 결과이다(조사시점 : 2013년 11월) 

http://www.focu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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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社와의 특허분쟁이 종료된 직후인 2007년의 경우 소

송 이전인 2005년과 대비할 때 MP3 관련 특허출원건수가 약 121% 증가한 

62건(전체 특허출원의 경우 05년 대비 약 148% 증가한 901건)에 달했다. 

 

둘째, 애플은 출현 단계 및 성장 단계에서 선발업체인 ㈜엠피맨닷컴의 원천

특허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적 영역에 대한 공백특허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애플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출원한

MP3 플레이어 관련 미국특허출원 중 2013년 11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261

건을 대상으로 기술적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65, MP3 플레이어 내 파일 또

의 재생, 이미지 처리, PC와의 인터페이스방식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S/W) 

관련이 143건(55%), MP3 플레이어의 기능입력방식, 화면표시방식 등에 관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관련이 55건(21%)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애플이 MP3 플레이어 자체의 회로구성 등에 관한 하드웨어

(H/W) 관련 등록건수(43건, 16%) 및 MP3 플레이어 관련 어댑터, 스피커 

등의 주변기기를 포함한 액세서리 관련 등록건수(21건, 8%)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애플이 선발업체의 공백분야를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65

 [그림 11]의 특허검색결과 중 조사시점 기준(2013년 11월)으로 등록되어 있는 출원건에 

대해 각각 부여되어 있는 미국특허분류(UPC)에 근거해 네 가지 카테고리로(H/W, S/W, UI 및 

액세서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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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PPLE社 보유 MP3 관련 미국등록특허의 기술적 특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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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때, 애플의 경우 선발업체인 ㈜엠피맨닷컴이 

MP3 플레이어의 하드웨어(H/W) 측면과 관련된 원천특허를 선점하고 있었으

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MP3 플레이어의 소프트웨어(S/W) 및 사용자인터

페이스(UI) 측면에 관한 공백특허 확보를 통해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를 추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플이 경쟁기업의 공백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및 특허를 확

보하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예를 들면, 다른 경쟁

사가 단순히 MP3 플레이어와 PC간의 파일전송을 위한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애플의 경우 자사의 하드웨어인 ‘아이팟’과 PC간

의 MP3 파일 전송을 위해 제공하고 있던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iTunes)’

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차별성을 키워왔다는 점이다.  

애플은 2003년 4월 ‘아이팟’ 사용자만이 MP3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아

이튠즈 뮤직스토어(iTunes music store)’ 서비스를 시작했고66, 2003년 10월

에 윈도우용 아이튠즈를 출시67한 후 기존의 맥 사용자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

하기 시작했으며, 출시 약 1년 후인 2004년 7월 ‘아이튠즈 뮤직스토어’에서

의 MP3 음원 다운로드 횟수가 1억 건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호응을 얻었

                                            

 

 
66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3년 4월 28일자 게재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3/04/28Apple-Launches-the-iTunes-

Music-Store.html> 
67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3년 10월 16일자 게재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3/10/16Apple-Launches-iTunes-for-

Windo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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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  

따라서, 애플은 ㈜엠피맨닷컴 등 선발업체에 비해 늦은 시기에 MP3 플레이

어를 출시했지만,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하드웨어인 ‘아이팟’과 저작

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MP3파일의 구매, MP3 플레이어와 PC간의 인터페

이스 및 PC에서의 MP3 재생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아이튠즈(iTunes)’ 

소프트웨어의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rgration)을 통해 시장지배적 기업으

로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Abel, 2008).  

 

 

[그림 16] APPLE社의 아이팟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동(1999~2012)
6970

 

                                            

 

 
68

 APPLE사 홈페이지 내 2004년 7월 12일자 게재 보도자료 참고  

<출처 : http://www.apple.com/pr/library/2004/07/12iTunes-Music-Store-Downloads-

Top-100-Million-Songs.html> 
69

 자료 출처 : APPLE annual report 1999~2012 참고 재정리 



62 

위의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애플은 ‘아이튠즈 뮤직스토어’의 

출시 다음해인 2004년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340% 성장하는 성과(2003년 

3.44억$→2004년 11.68억$)를 거두었으며, 매출액이 정점에 달한 2008년까

지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이 약 51%에 달했다. 

또한, 애플이 경쟁기업의 공백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및 특허를 확보하는 지

식재산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자

사의 ‘아이팟’ 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 휴대용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11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침해주장에 활용한 소위 ‘바운스백(Bounceback)’ 특허 71 , 

‘핀치-투-줌(Pinch-to-zoom)’ 특허 72  및 ‘탭-투-줌(Tap-to-zoom)’ 특

허73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애플은 MP3 플레이어의 시장수요가 급속하게 성장하던 성장 단계 및 

시장의 수요가 정점에 달한 성숙 단계에 있어서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지속적

                                                                                                                        

 

 
70

 아이팟 매출액의 경우 2002년부터 자료가 존재하며, 아이팟 제품 판매액 및 기타 아이튠즈 

뮤직스토어 등 관련 부가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을 포함한 값이다. 
71

 US7469381(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a touch-

screen display)의 경우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의 최상단 또는 최하단까지 스크롤한 경우 

스크롤방향의 반대로 튀어올라오는 화면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 
72

 US7844915(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for scrolling  operation)의 경우 터치 

기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 사용자의 단일 터치가 있는 경우 화면 스크롤로 해

석하며, 두 곳 이상의 터치가 있는 경우 화면 줌 등의 제스쳐로 해석하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 
73

US7864163(Portable electronic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structured electronic documents)의 경우 휴대용 기기에서 웹서핑 편의를 위해 사

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 중 터치를 한 부분의 콘텐츠를 확대해서 전체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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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선한 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아이팟’ 브랜드에 형성되어 있는 소비

자의 신뢰를 자사의 이미지 제고 및 신규제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

식재산전략을 실행했다. 

 

 

[그림 17] APPLE社의 브랜드 가치 변동(2002~2012)
74

 

 

애플은 2001년 첫 제품인 ‘아이팟 클래식 1세대’를 출시한 이후 성장 단계

에 접어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아이팟 클래식’ 모델의 기능 및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아울러, 애플은 기존 ‘아이팟’ 브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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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인터브랜드(http://inter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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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소비자의 선호 및 신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속제품에도 ‘아

이팟’ 브랜드를 활용했는데, 2004년 ‘아이팟 미니(iPod mini)’, 2005년 ‘아이

팟 셔플(iPod shuffle)’ 및 ‘아이팟 나노(‘iPod nano)’ 등 총 3개의 후속제품

이 출시되었으며, 성숙 단계에 접어든 2007년 ‘아이팟 터치(iPod touch)’를 

추가로 출시했다. 

이와 같이, 애플은 ‘아이팟 클래식’의 출시 이후 후속 MP3 플레이어 제품

에도 ‘아이팟’ 브랜드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및 신뢰를 누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쇠락해가는 컴퓨터 제조회사

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디지털 기기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적 회사라는 이미지

로 변신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애플은 MP3 플레이어의 시장수요가 정점에 이르러 성숙 단계에 접

어든 2007년 기존 ‘아이팟 터치’의 외형 및 MP3 플레이어로서의 기능에 스

마트폰의 기능을 추가한 신규제품인 ‘아이폰’을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애플

은 ‘아이팟’을 통해 축적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신규제품인 ‘아이폰’에 성공

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애플은 시장조사회사인 인터브랜

드(Interbrand)社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14년간 

1위를 차지하던 코카콜라를 제치고 2013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75 

                                            

 

 
75

 2013년 기준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대비 983억 1600만 달러로 1위이며, 구글이 932

억 91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2012년까지 14년간 1위를 차지했던 코카콜라는 792억 

1300만 달러로 3위에 그쳤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삼성이 396억 1000만 달러로 8위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다. <출처 : http://www.interbrand.com/en/best-global-brand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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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과거의 독점배타

적 성격에서 벗어나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배경 

하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지식재산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인

지에 관해 두 가지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결과 또는 연구개발에 따른 산

출물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은 기업이 보유

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에 따른 시계열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자사가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선발업체 또는 후발업체)을 고

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독점배타

적 성격을 강조하는 ‘협의의 지식재산전략’ 및 지식재산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에 따른 각각의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한 수립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대상은 MP3 플레이어 관

련 업체 중 선발업체인 ㈜엠피맨닷컴, 후발업체인 아이리버 및 애플 총 3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따른 사례분석 결과 기

업의 전략적 상황에 근거해 도출할 수 있었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6 

먼저, ㈜엠피맨닷컴의 경우 MP3 플레이어의 출현 단계에 있어서 MP3 플

레이어를 최초로 상용화함과 더불어 원천특허를 선점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성장 단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한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도외시하였으며, 체계적인 

특허관리역량이 부족하여 경쟁업체의 배제에 실패했다.  

또한, 아이리버의 경우 ㈜엠피맨닷컴과 달리 MP3 플레이어의 출현 및 성장 

단계에 있어서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으며, ㈜엠피맨닷컴을 인수함으로써 선발업체의 원

천특허를 확보하여 특허분쟁의 여지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리버의 경우 이후 성숙 단계에 있어서 경영난에 직면하

게 된 이후 원천특허를 매각함에 따라 권리행사를 통해 거둘 수 있었던 장기

적인 로열티 수익의 창출에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특허관리역량이 부

족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애플의 경우 MP3 플레이어의 성장 단계에서 경쟁업체의 문제특허

모니터링 및 회피설계에 소홀하여 큰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후 회사 내 발명평가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선발업체가 확보하지 

못한 공백분야인 MP3 플레이어의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둔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

다. 덧붙여, 애플의 경우 자사의 ‘아이팟’ 상표에 형성된 소비자의 신뢰 및 선

호를 토대로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였으며, 아울러 신규제품인 ‘아이폰’

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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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벤쳐캐피탈 등 투자자로부터의 자

금 유입, 기업공개 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기업

의 외부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며(Somaya, 2012), 기업에 있어 독창적인 경

쟁적 우위를 제공하고, 라이센싱을 통한 대규모의 수익과 더불어 경쟁자, 남

품업체 등과의 관계에서 강한 협상카드로 활용이 가능(Rose, Cronin, & 

Schwartz, 2007)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서 반드시 고려하여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이 기업의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시대적 

흐름 하에서 과거의 독점배타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정 또

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서론 및 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자사의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의 지식재산전략’과 아울러 과거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낮았던 상표 및 디자인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사의 가치제고를 이룰 것인지에 관한 ‘광의의 지식재산전략’을 아

울러 고려76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6

 삼성전자의 경우 2012년 지속경영가능보고서에서 발표한 9대 이슈 중 하나로 특허경쟁력 

강화를 포함하였으며, 과거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특허관리 위주의 경쟁력 확보방침에서 벗

어나 타사와의 차별화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독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의 관리를 포함

하는 경쟁력 확보방침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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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관련하여 기

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에 기반해 기업이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측면에 있어서 수립하여야 할 세부방안

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찰해보면 아래

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해당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 수립 및 실행한 지식재산전략이라는 요소에 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외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기업의 일반적인 경영전략, 기업의 규모, 재무상태 등)에 관한 분

석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발업체 또는 후

발업체인지 여부에 관한 전략적 상황을 고려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야별 또는 기술분야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

의 지식재산전략을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약 산업의 경

우 선발업체에서 특정 질환의 치유에 높은 효능을 갖는 물질에 관한 원천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후발업체에서 선발업체의 원천특허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회피하여 동일한 효능을 내는 물질을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려울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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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공정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생산과정에 있어서 제품의 수율 향상을 위한 공정의 개량 또

는 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추진

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상 불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

산이라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77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에 있어서 기업의 규

모,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별 특성 또는 해당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지

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77

 코카콜라의 경우 자사의 주력제품인 콜라의 조성물 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모든 기

술을 영업비밀(Trade secret)으로 간주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자사의 제품을 나타내기 

위한 상표, 자사의 제품을 담는 용기 등에 대한 디자인을 확보하는 지식재산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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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 (MP3 원천특허 ① - 한국특허 0287366 호) 

발명의 명칭 
엠피이지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및 방법(PORTABLE DEVICE 

FOR REPRODUCING SOUND BY MPEG AND METHOD THEREOF) 

출원번호 

(출원일) 
1997-0062315(1997.11.24) 

특허번호 

(등록일) 
0287366(2001.01.26) 

출원인 ㈜엠피맨닷컴 ㈜리오포트 발명자 문광수 황정하 

법적상태 소멸(등록료 불납) 
특허패밀리 

국가 

중국, 독일, 스페인, 유럽, 일

본, 미국 

주요도면 

 

주요청구항 

[청구항 1]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에 있어서, 2차 전지로 이루어지며 부하에 필요한 동

작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수단과; 상기 전원 공급수단의 전원을 안정적

인 전압, 전류로 정류하는 전원 처리수단과; 동작상태에 따라 메시지를 숫자 

및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수단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의 저장과 복원 재

생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인가되

는 신호에 따라 MPEG방식의 음원 데이터 정보를 지정되는 어드레스 번지에 

저장하는 저장수단과;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임의의 음원 데이터 재생과 

저장 및 각종 동작제어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정보선택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저장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 데

이터를 사람이 청취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음향 재생수단과; 외부기기와 연결

되어 음원 데이터 및 프로그램 데이터의 송수신하는 송수신 수단; 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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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2 : (MP3 원천특허 ② - 한국특허 293158 호) 

발명의 명칭 
다양한 기능을 갖는 MP3 플레이어 (PORTABLE MP3 PLAYER HAVING A 

VARIOUS FUNCTION)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35272(1999.08.24) 

특허번호 

(등록일) 
0293158(2001.03.30) 

출원인 ㈜엠피맨닷컴 발명자 함영욱 

법적상태 소멸(등록료 불납) 
특허패밀리 

국가 
중국, 유럽, 일본 

주요도면 

 

주요청구항 

[청구항 1] 

a) 데이터제공장치와 휴대용 데이터 기록/재생장치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상기 데이터제공장치에서 실행시키는 단계; b) 상기 관리프로

그램의 실행상태에서, 상기 데이터제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MP3 음악파일

들 중 상기 휴대용 데이터 기록/재생장치로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는 단

계; c) 상기 데이터제공장치로부터 다운로딩된 상기 파일을 상기 휴대용 데이

터 기록/재생장치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d) 마이크로폰을 통해 

인가되는 음성신호를 엔코딩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디지털 음성파일 

형태로 기록하는 단계; e)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들 중 재생하

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 및 f) 선택된 파일을 소정의 방식으로 복호

하여 오디오출력으로 재생하는 단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데이

터 기록 및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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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 (MP3 원천특허③ - 한국특허 0366234 호) 

발명의 명칭 

 컴퓨터 음악파일 데이터의 기록 및 재생방법과 그 장치(METHOD AND 

DEVICE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A COMPUTER MUSIC 

FILE DATA) 

출원번호 

(출원일) 
1999-0034268(1998.08.24) 

특허번호 

(등록일) 
0366234(2002.12.13) 

출원인 ㈜엠피맨닷컴 발명자 문광수 

법적상태 등록유지 
특허패밀리 

국가 
- 

주요도면 

 

주요청구항 

[청구항 1] 

개인용 컴퓨터에서, 음악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계; 상기 개인

용 컴퓨터에 연결된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장치의 전원공급모드를 하드 

디스크 모드로 세팅하는 단계; 상기 관리 프로그램 상에서 음악파일 데이터 

및 테이블정보를 프린터 포트를 통하여 연결된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

장치에 다운로딩하거나 업로딩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

장치에서, 상기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딩된 데이터 및 테이블정보를 하

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오디오 기록 및 재생장치의 전원공

급모드를 재생모드로 세팅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테이블정보를 참조하여 음

악파일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음악파일 데이터를 상기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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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로부터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음악파일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단

계; 및 상기 디코딩된 음악파일 데이터를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음성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음악파일 데이터

의 기록 및 재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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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회사의 MP3 플레이어 출시흐름)78 

 

                                            

 

 
78

 자료 출처 : WEN (2011) 및 웸검색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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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APPLE 社 아이팟 관련 통계 : ‘02~’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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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Apple annual report  2002~2012 참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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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companies tend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as a 

barrier to entry or an exclusive right to use technology. Nowadays, 

companies are thinking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ifferently, 

because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consists of intangible asset on their balance sheet. As a 

result, Companies are needed to set up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concisely and 

effectively.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of company that are suitable with background information 

mentioned above. Based on analyzing former research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this research has set up a 

framework of intellectual property based on Technology Life 

Cycle(TLC) perspective and companies’ strategic situation such as 

an incumbent company or an entrant company.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ree cases about MP3 player 

manufacturing companies based on the framework of this research 

and got some remarkable points as mentioned below.  



80 

First, incumbent companies are needed to have essential patents 

to maintain their position at emerging stage of TLC, also to 

broaden their patent portfolio widely at growth stage of TLC. 

Second, entrant companies are needed to evaluate technology 

that could invent around incumbents’ essential patents or to get 

technology that incumbent did not possess any rights to prohibit 

other companies at emerging stage of TLC 

Third, Companies are needed to set up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that manages patent, trademark, design and etc entirely. 

Based on that, companies need to practic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that increase their brand value as well as their brand 

image. 

This research has a limitation because framework of this 

research did not consider any differences that characteristic of 

each company could diversify in terms of industry where they 

operate. Moreover, there is another limitation that each company 

has been dealing with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So, those 

limit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rther research. 

 

Keywords: Patent, IP strategy, IP management 

Student Number: 2012-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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