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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전략적인 지적 재산권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해외 기 

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척 재산관리 전략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관리 전략을 위한 기 

업의 역량 및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 재산은 기업의 핵심적인 자산이며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은 

전사척 활동이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점을 주지 

하고 지적 재산의 확보， 지적 재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창출한 가치로부터 얻는 이윤의 전유 

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적 재산의 확보에서는 기술의 원천을 다양화 하여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부로부터 지식을 확보할 경우 전략적 목표가 뚜렷해야 함이 드 

러났다 또한 기업은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해 낼 수 있고 라이 

센싱 전략을 통해서는 수익의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전략적 목표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기엽은 수직적. 수평적 차별화를 통해 가치를 전유할 수 있고 잠재적인 진입자를 저지함으로써， 

그리고 시장 기반 전략을 활용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전유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기업이 지척 재산에 기반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의 가치와 

특성을 파악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혁신과 지식 창출에 적합한 조직 특성 지적 재산 관리 전 

담 부서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은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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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며， 부서간의 협업과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여를 도모함으로써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을 성공 

으로이끌수있다. 

I. 서 론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의 자산은 크게 유형 

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이 가진 지식 

이나 기술과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 IBM 한국 보고서 (2007) 

에 따르면 미국 시장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S&P 500 기업)은 1982년 38%에서 2002 

년 82%로 상승했다 무형 자산 가운데에서도 복제하거나 모방하기 어려운 무형 자산의 특징을 그 

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 물적 자산에 적용하던 보호법을 적용하여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지적 재산O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 

다 Reitzig(2004) 는， 최근 기업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원천은 그들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이 

라고 주장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래로 미국 포춘(Fortune)À] 선정 100대 기업 시가총액의 4 

분의 3을 특허， 저작권， 상표와 같은 지적 재산이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1 환경의 번화와 지적 재산의 중요성 부각 

이러한 지적 재산은 지식기반경제하의 산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수확 체증 

(increasing returns)의 법칙과 정보기술의 발달， 디지털 시대 (digital age)로의 전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선， 수확 체증의 법칙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결 

합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요인틀은 기업의 지적 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과 네트워크 외부성， 소비자의 락인(lock-in) , 기술이나 제품 개발 이후 추가 생산에 들어가 

는 비용이 제로(0) 에 가깝다는 점， 학습 효과(learning effect) 와 같은 요인들은 수확체증의 법칙 

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지적 재산의 구축 및 활용과 직 · 간집적으로 관련되어 있 

다 따라서，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삭기반산업에서 기업은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Teece ， 1998) 즉， 글로별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 중심 

의 글로벌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기술혁신에 한층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로서의 지적 재산의 확보와 전략적 활용 

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인 명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Song ， 2006: 송채용 & 신현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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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숭의 발달 역시 기업이 가진 지적 재산의 중요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고 지적 재산에 

새로운 맥락을 제시하였다 Teece (1 998) 는 정보화 시대 (information age) 에 지적 재산을 관리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 커다란 도전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시대로의 환경 변화 역시 

지적 재산권 관리에 새로운 위협 요인을 안겨줌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디지털 기술은 제품 

및 서비스의 배포(distribution)과 복제 (reproduction)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복제해 배포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Shapiro & Varian. 2007)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보호 기술과 볍체계를 요구하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 

로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틀이 전략적으로 지적 재산을 관라한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이 주요 미디어로 부각되며 방송 

과 통신의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방송 통신 융합으로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가 동장하고 통신업체들도 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렇듯 기술 

의 발달로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1.2 전략적 지적 재산 관리의 중요성 대두 

과거 지적 재산의 관리는 기업의 해심 기술이나 상표를 경쟁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 

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기업이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주된 방법은 외부로의 유출을 막거나， 유출 

되거나 복제된 지적 재산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소극적인 관리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 

근 틀어 지적 재산의 관리는 기업 수준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기업틀에서， 특히 해외의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적 재산권의 역할이 진화 · 발전하 

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새로 

운 수익 창출의 왼천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댈을 발견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연， 기업들은 전략적인 지적 재산의 관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지적 재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으며 경쟁자 및 

파트너와 관련된 전략에 지적 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지적 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지 

식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틈새 및 최고의 비즈니스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ipila. 2006) 또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전략적인 지적 재산 관리의 주요한 목적은 우선척인 기 

술 영역의 전유(appropriation) '* 할 수 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시장의 매력도가 기업이 기 
술 혁신에서 창출되는 이윤을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때 미래 시장에 대한 

선택이나 인수합병에 관한 결정을 지식 재산 기반 관점에서 하지 않는다연 기업은 참답한 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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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을수있다 

이같이 지적 재산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이 수익 창출이나 새로운 사업 및 시장을 발굴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핵심적인 전략적 활동에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지식 기반 산업에서 기업이 성공적으 

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은 지적 재산의 전략적인 관 

리라고할수있다 

1.3 한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 관리 현황 

한국 기업들의 무형자산 창출 노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 통안 기업들은 연구 개 

발에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해 왔고 지적 재산의 규모 변에서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지적 

재산의 대표적인 예인 특허의 출원 실적을 살펴 보면.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한 국제 특허 출원의 경우， 한국은 2004년 3 ， 521건 출원， 2003년보다 19.3% 증 

가하면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송재용 & 신현한， 

2007) 그러나 이러한 무형자산 창출 노력과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 기업들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로(국내 상장기업 대상， 

2005년 기준) 매우 낮으며， 질척인 성장 면에서 미홉하였기 때문에 원천기술 미확보에 따른 기술 

무역수지 적자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연해 있다(lBM ， 2007). 

이 같이 무형 자산의 비중도 낮고， 연구개발 투자 대비 양질의 지적 재산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 

는 한국의 기업들은 전략척 지적 재산의 관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무형 자산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한 것이다 전략적 관 

리를 위한 인프라나 인력의 구비가 미비 하며 여전히 지적 재산의 보호와 그와 관련된 소송이 지적 

재산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특허청. 2007) 또한 지적 재산 관리가 기업의 전략 

적인 목표와 부합되지 않고 연구 개발 부서나 법무 부서의 업무로 국한되어 있어 부서들 간에 연계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R&D 효율성의 부족， 선진 기업에 대한 과도 

한 로열티의 지불， 신흥 시장의 후발 기업에 대한 미홉한 대응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정혁진， 2006) 

이 같은 한국 기업의 문제점들과 더불어， 앞서 강조했던 지적 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 

대척인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전략적 지적 재산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특허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전략적인 지적 재산권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해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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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적 재산관리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볍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기업의 경영 전 

략적인 측면에서 지적 재산권을 다루고 있다 즉， 기업이 기업의 핵심적인 무형 자산인 지적 재산 

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 및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앞서 서론에서는 변화하는 기업 경영 환경과 그 

로 인한 지적 재산의 중요성 대두， 한국 기업 지적 재산 관리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서， 기업의 핵심 자왼으로서의 지적 재산을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전략적으로 활 

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 내용에는 지척 재산권 전략을 수 

립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세부적인 전략들이 포함될 것이다 

II. 기업의 지적 재산권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의 목적 및 방향성 

2.1 지적 재산권 관리의 목적 

지적 재산이 기업에서 핵심적인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경쟁 우위의 주요 원천으로 얀식됨에 따 

라 지적 재산권의 관리 또한 기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 

다. 기업이 가지는 경쟁우위는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지식 자산과 혁신을 창출하고 이전하며， 활 

용하고 보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Teece. 2000) 기업의 지척 재산은 혁신 활동의 대표적인 산 

물이며 주요 지식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 관리의 범주는 기업이 혁신과 지식을 관리하는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학자틀은 기업이 혁신과 지식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 

(value creation and maximization)하며 그 가치를 기업이 전유(value appropriation)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Teece. 1986: Grindley & Teece. 1997: 

Teece. 2000: Jacobides et aL. 2006. Pisano & Teece. 2007) 따라서 기업이 지적 재산권 

을 관리하는 목적 역시， 혁신의 결과물이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가치를 기업이 전유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지적 자산의 법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다 다음의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지적 재산의 법적인 보호는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적인 

수단이자 소극적인 관리 방법이다 기업은 지적 재산의 원천이 되는 혁신 및 지식으로부터 가치 있 

는 지적 재산을 창출해 내고.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그 이윤을 극대 

화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법적인 보호를 포함하여 지적 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하 

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전략적인 지적 재산권 관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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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월 

〈그림 1) 혁신의 수익성 

따라서 기업의 효과적인 지적 재산권 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지적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하며， 지적 재산권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전유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적 

행통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어떠한 요인， 특히 기업이 가진 어떠한 역량과 특성이 지척 자 

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지적 재산권 관리 전략의 밤향성 

지적 재산권 관리 전략의 출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적 재산권의 관리가 법적인 측면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 재정 

립하여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적 재산권이 기업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경쟁 

우위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Pisano & Teece. 2007) 지 

적 재산으로부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배타척인 권리를 가지고 제품 

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국한된다 기업이 지적 재산을 자사가 가진 기술， 상표 등으 

로 인식하고 획득 및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지적 재산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자본을 비용 

(cost)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지적 재산을 기업 경쟁 우위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인식하고 새 

로운 수익 창출 원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원천으로 보게 되연 지적 재산과 관련된 자본의 투 

입을 투자(investment)로 간주하는 인식을 확산시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지식 재 

산이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부산물이며 지적 재산을 등록하고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 

왼은 투자라기 보다는 비용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 기 

엽들은 지적 재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원은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지적 재산을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투자에 대한 평가로서 손익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식 재산 활통의 수익성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조직이나 부서가 

그 기업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조직을 통해 지적 재산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혁진. 2006). 기업이 지적 재산을 핵심적인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면 다양한 전략적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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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적 재산의 활용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목적은 다양하 

다 지적 재산 관려를 통해 기업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라이센싱 하거나 직 

접 판매 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1 자금 조달 시 교섭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나아가 우수 

한 지적 재산 역량은 기업의 이미지까지도 제고할 수 있다 

이처럼 지적 재산은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전략적 목적과 방향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새롭고， 더 우수하고， 더욱 값싼 제품 및 서비스를 시 

장에 출시하는데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가치 사슬상의 천 과정에 걸쳐 있으며 각 단계마다 가치 

를 추가한다(Jaiya ， 2008) 

특히/실용산안/ 
영업비밀 

를훌뿔톰l 
‘/“ 
짧 

쩌"t경/쳐작인엽권 

특허/실용신인 

양 

저직권/져작인정연/ 

싱 R 

진업 q Al인/ 
성 H/지리적 R시 

훌 

톨빼빼빼 

싱H/XI리격표시 
신업 디자인/특허/쳐작권 

융홉빼U 
쩔 

모든지적재산원 

※ 출처 Intellectual Property for Business , Jaiya (2008) 

〈그림 2>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지적 재산권 

밍든지쩍찌션영 

魔

즉， 지적 재산 전략은 전반적인 기업 전략의 통합된 부분(integrated part)이라 할 수 있다 

(Reitzig , 2007). 따라서 지적 재산의 전략적 관리는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활용， 보 

호어]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뚜렷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그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는인식이 필요하다 

2.3 지적 재산 전략의 수립 

기본적으로 모든 전략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가치 있는 분야에 경영의 초점을 맞 

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척 재산 관리 전략 역시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가치 있는 지적 재산에 초점을 맞추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 재산 관리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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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내부와 외부여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략수립의 기본 단계이다 지적 재산은 기업의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때 지적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 

력이 필요하다 가치 평가의 기준이 올바로 정비되어 있어야 질적으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가려낼 

수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지적 재산이라 함은 타 특허의 원천 특허로서의 가치가 높고， 핵심 과학 

기술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창출 가능한 시장 규모가 큰 경우 등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어떠한 지적 재산 역량을 가졌는지 역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사가 

속한 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수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시장의 특성인 4C(복잡성， 

포괄성， 융복합화， 고객중심성)로 인해，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관계가 없어 보이던 타 산업의 

기술과 사업 역량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윤여중， 2006) 이로 인해 기업의 주요 지 

적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산업 내외의 다양한 파트너 

들을 고려하고 파트너의 범주 역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선진 기업과 후발 기업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후발 기업을 막론하고 지 

적 재산을 차별화의 무기로 활용해 경쟁자를 공략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기업의 경 

우 로열티 요구로， 후발 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기술확보 노력으로 상대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따 

라서 이들의 지적 재산을 활용한 각기 다른 전략들을 이해하는 것이 자사에 맞는 지적 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자들의 공략에 대웅하는 길이다 

세부 전략을 수립할 때는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의 요소가 기업의 전 수준， 즉 기업 수준， 사업부 

수준， 기능 부서 수준 모두에 걸쳐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지적 재산 

의 관리는 우수한 핵심 무형 자산을 창출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 

며 적절하게 보호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적 요소를 포함한 활동이다 지적 재산 전략 

의 주요 항목에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프로세스， 지적 재산 관리의 목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발명，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이나 다른 형태의 지적 재산) , 지적 재산 프로세스， 시스템， 규칙， 

그리고 보상 체계， 직접적 혹은 간접적 비즈니스로서의 지적 재산， 파트너 기업， 합작 투자， 전략 

적 제휴， 지적 재산의 침해와 방어， 지적 재산 관리 담당 조직 등 기업의 크고 작은 전반적인 업무 

가포함되어 있다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업 비즈니스의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반드시 다른 비즈니스 전략과 시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식 기 

반 산업에서 지적 재산이 기엽의 매우 중요한 자산인 만큼 지적 재산 전략은 관리 조직으로부터 전 

척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Sipila ， 2006) 지적 재산관리의 성공 요인을 연구의 뒷부분에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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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알아볼것이다 

Reitzig(2007)는 통합된 지적 재산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쩍 재산획득 및 창흩 지쩍 재산보호 지적 재산를용및 시행 

인수합영 자원 ~H 치 
대규모소숭 

소숭 ~I 용 

끼엉수준 

지적 재산 가치 시슬상잉 다앙한 부문을 연결하는 조직적인 지적 재산 

지적 재산의 핀점 
구조입 절차에 대한 디자민 

에서 산업 매럭도 
지적 재산 장출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적 재산 기반의 가 :<1 룬석 
전유률위한경쟁 전략 

사업부수훈 - 경정 우위를 정의 

• 수명적 경쟁 

- 수직적 경쟁 

소송 

고객과 관련E 기숱을 확인 지적 재산의 라이센싱 Of웃 

기능부서 수흔 지적 재산 llf일링 (filing) 소승 절차 {l icensing-out) 
지적 재신의 라이센싱 인 (Iicensing-in) 지|용 디자인 

브랜딩 

※ 출처 How Executives Can Enhance IP Strategy and Performance , Reitzig (2007) 

〈그림 3) 통합된 지적 재산 전략 

이와 같이 지적 재산 관리 전략과 관련된 업무는 기업 조직의 모든 수준에 걸쳐 있다- 지적재산 

관리 전략은 우선 기업 및 사업부 수준에서 비즈니스 목표를 정하고 지적 재산의 관점에서 산업의 

매력도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하위 기능부서들이 시행하는 업무는 고객과 관 

련된 기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사가 가진 지적 재산을 분석하는 일이다 자사가 가진 지적 재산 

으로 고객에게 효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전략적으로 지적 재산을 추가 보완할 경우 기존의 지적 

재산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매력적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은 이제 

그러한 비즈니스 목표와 목표 시장에 따른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수립과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이에 따라 지적 재산의 확 

보에 관한 전략을 수럽하게 되는데 자체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적 재산은 연구 개발 부서에서 개 

발을 담당하게 된다 이 때 자체 개발의 펼요성이 있는 지적 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 

어야 한다 핵심적인 왼천 기술이나 향후 라이센싱을 통해 이융을 창출할 수 있는 지 등 전략적 활 

용 요소를 고려하여 자체 개발할 것인지 외부에서 획득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의 상위 수준에서 지적 재산의 확보를 위한 인수 합병이나 합작 투자. 인 라이센싱(ln 

licensing)을 할 것인가와 같은 주요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실무 수준에서는 관련된 절차 및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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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진행한다 

사업에 필수적인 지적 재산을 확보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 

부서에서부터 상품 개발， 마케팅， 유통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상의 다양한 부문을 연결하여 지적 

재산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를 디자인 하는 것도 전사적 

인 수준에서 할 일이다 사업부 수준에서는 지적 재산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또한 

지적 재산을 활용해 수직적 , 수평적 경쟁에서 파워를 획득하여 지적 재산을 통한 가치를 전유하는 

전략을 수럽하게 된다 기업의 하위 수준에서는 지적 재산을 활용하고 가치를 전유하기 위한 세부 

전략(아웃 라이센싱， 제품 디자인， 브랜딩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척 재산 관리 전략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지적 재산으로 보고 철저히 지적 재산에 

기반하여 기업의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특정이다 즉，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은 기업 전략의 하위 

에 속하는 특정 기능 부서의 전략이 아니며 지적 재산에 기반한 전사적 전략이 지식 기반 산업에서 

는 기업의 성공에 펼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m 지적 재산 확보， 활용 및 가치 전유 전략 

여기에서는 지적 재산 관리 전략에서 법적인 측면을 제외한 지적 재산 확보 전략 및 활용 전략， 

가치 전유를위한전략에 대해 다루도록하겠다. 

3.1 지적 재산 확보 전략 

(1) 기술 원천의 다양화 

내부 역량이 충분한 기업의 경우 자체 개말을 통한 기술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된다 그 이유는 기 

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파생된 기술 성과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요소 지식이 복잡다기해지고 선점과 속도를 중시하는 

범세계적인 기술경쟁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자체적인 기술 개발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 

었고， 이에 따라 제휴나 공통 개발. M&A 등을 통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자체 기 

술 개발을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나 고객으로부터의 。}이디어 확보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소위 기업 안팎의 다양한 원천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 ’으 

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소 

비자가 자원하는 경우가 많고 게입업체에서도 소비자 스스로 게임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다 뿐 

96 -



지적 재산권의 전략적 관리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도 중요하다 대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투 

자비는 많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술과 상품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상품보 

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은 작고 민첩 

하며 소수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조직에서 많이 생성된다 

해외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우수 기숨 확보도 중요하다 아일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등은 글로 

별 기업에 개방적인 시장 환경과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허브 및 

R&D 센터를 유치하고 국내 혁신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에 성공하여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다 

가칭’프로젝트 컴퍼니’의 설립도 기업들이 여러 조직과 협력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IBM ， 2007) 이는 여러 혁신 주체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기술 선도기업 

을 만드는 방법이다 네덜란드의 나노네드(Neano Ned)가 이러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연구 

조직의 좋은 예이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식품， 농업， 의료， 정밀기계 및 전자， 소재 산업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과 나노기술이 연계될 경우 막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러한 연구조직의 설립을 고안한 것이다 나노네드의 운영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컨소시엄 파트너는 8개의 독립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와 Philips 유럽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다 현 

재 연인원 1. 200명의 연구원이 2억 3 ， 500만 유로의 연구비를 집행하연서 20M의 프로젝트를 

통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한 연구기관이 공동 투자를 통하여 해당 기술 분야와 밀 

접한 팡범위한 산업에 대한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역량을 바 

탕으로 원천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게 시 

사하는바가크다 

(2) 외부의 기술 확보 시 명확한 전략적 목적의 수립 

외부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다양한 기술 원천의 확보라는 점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획득하 

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외부의 기술을 확보할 

때는 전략적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 차별화 된 신제품 및 신사업 개발을 위해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려 

는 전략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컨버전스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이라연 점차 더욱 다양한 지식/ 기술 기반을 갖춘 

기업들과의 관계가 중요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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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확보를 위한 벼용 및 위험을 감소시킨다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은 R&D를 위한 

인력과 설비 투자 비용쁜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자체적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거나 고도로 축적된 지식이 필요한 연구 개발의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제품 재발 및 기술의 상업화 기간을 단축시킨다 제품 및 기술 개발 프로세스를 파트너와 

공유함으로써 개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필요에 따라 개발 자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상업 

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다 산업 표준과 규제가 강한 산업 

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확보 방향을 설정하고， 그 

렇지 않은 산업에서는 기술 표준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다 

기업의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 기술 확보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부 

개발과 병행해 외부의 기술원천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확 

보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 또한 명확해야 한다- 기술 확보에 드는 비용과 기술 확보 난이도로 기술 

확보 전략을 구분해볼 수 있다 

늄용/ 、

상호보완형 호연지기혐 

- 합작QNJ -M&A 

-제휴및파트너십 -A&D 

기술확보비용 

효율주구협 장기투자형 

- 라이핸싱-인 -벤처껴피탈 

- R&D 아웃소싱 -산확연협력 

낮음 L← / 

낳옴 기술확보난이도 높용 

※ 출처 선진기업들의 첨단기술 확보 전략 윤여중 (2006) 

〈그림 4> 비용과 난이도에 따른 기술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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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국 기업틀은 호연지기 형 전략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들 기업의 경우 인 

수합병 전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력만 동왼된다면 강한 뜸허 역량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빠른 기술 확보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중국 기업들인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록 적극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전략을 펴 오고 있다 

의약 및 바이오 분야의 경우 하나의 조직이나 기업이 신약개발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지식을 축 

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들은 장기투자 형을 선호할 수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 

하고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파 선진국의 제약 기업틀은 관 

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광범위한 R&D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 지식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제약 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 의 경우가 활발한 R&D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 

는 대표적인 예이다(십상만. 2000) 노바티스는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대학/연구소， 병원 동 다 

양한 조직과 협력을 맺고 초기 신약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외부 기술과 아 

이디어 홉수에 적극적이다 

3.2 지적 재산 활용 전략 

(1)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 

기본적으로 모방이 어려운 핵심적인 지식의 창출， 전유， 보호는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므 

로(Teece ‘ 2000) 기업 지식의 요체인 지적 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경쟁 우위 

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기업이 지적 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특정 기간에 걸쳐 기 

술척 리드를 확보할 수 있어 선진입의 이득(incumbency advantage)을 취할 수 있다(Reitzig 

2004) 핵심기술을 통해 플랫폼을 창조하고 리더십을 보유하게 되면 산업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 

보하게 된다 노키아(Nokia)의 경우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카패드， 배터리， 칩 등 중요 부품을 공 

유하는 소수의 기본 모텔을 플랫폼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제품의 적기 개발 및 출시， 제품 

라인업 다양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윈 텔 (Windows + Intel)의 경우 PC 산업 전반 

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공동진화를 주도하면서 시장의 절대강 

자로 군렴하였다(IBM. 2007) 

지적 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산업 표준을 형성하는 것 역시 기업에 막대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준다(Rei tzig. 2004). 1990년대 중반， 모토로라(Motorola)는 GSM(Group Special Mobile) 

기술 분야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 분야의 선두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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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있었다 그 당시 노키아， 알카텔 (Alcatel) , 필링스(Philips) 와 같은 다른 기업들도 관련 기 

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토로라는 표준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 전략을 펼칩으로써 유럽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었다 모토로라는 표준선정 과정에 초기부터 참여했고 GSM 표준 선정 이후에는 관 

련 지적 재산을 창출하고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 하는 전략을 펼쳐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Bekkers et a l. 2002) ‘ 

또한 여러 종류의 지적 재산들을 조합하는 방법은 기업 특유의 경쟁 우위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별적인 지적 재산을 활용하는 전략은 기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활용해 온 전략으로， 

그 중요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 진부화의 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특허 

와 같은 지적 재산에는 만기가 있어 경쟁사가 향후 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 재산권들 간의 효과적인 조합(combination)을 만드는 것이 

다 특허와 특허를 조합할 수도 있고 특허와 상표를 조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지적 

재산의 조합에 기반한 전략을 통해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고 경쟁사의 복제 

를 막을 수 있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레오 팔마(Leo Pharma NS)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 

다 주력제품인 Daivonex를 보호하는 특허들은 3-4년 이내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보완 약품인 Daivobet을 개발했고 관련 특허를 냈다 이 두 가지 약은 함께 사용될 때 치 

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묶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Daivobet의 특허는 17년 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 

에 Daivonex 관련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Reitzig , 2004). 바이엘(Bayer AG)은 특허와 상표를 조합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한 경우이다. 

바이엘의 첫 번째 특허인 아스피련은 그 특허가 만료된 지 1세기가 흘렀지만 강력한 브랜드 가치 

로 지금까지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Hudson ， 2000) 

(2) 라이센싱 전략 

지적 재산은 그 자체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새로운 수익모델 

을 제시해 준다 기술을 외부로 이전하거나 라이센싱 아웃하는 것은 지적 재산을 보호한다는 관점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산업 환경이 지적 재산의 거래를 요구할 때， 기술 거래에 실패 

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지적 재산을 통한 성과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Reitzig(2007)는 이를 

상황적 불일치 (Situational misfit 혹은 Contingency misfit)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기업틀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이윤 

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로열티가 점점 상숭하고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거대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라이센싱이나 크로스 라이센싱을 활용한 기업의 수익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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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dley & Teece. 1997) 

IBM의 경우. 1990년 휴면특허를 활용하여 라이센싱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한 기술료 수 

익의 증가로 이윤 창출에 일조하여 2005년에는 기술료 수익이 12억 달러에 달해 순이익의 15% 

를 차지하였다- 또한 월컴 (Qualcomm)은 제조분야를 매각하고 연구개발투자와 라이센싱 분야 사 

업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 57억 달러， 수익 

20억 달러 중 기술료 등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Andrew. 2007) 

또한 기업들은 우수한 관련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크로스 라이센싱 등으로 로열티를 줄일 수 있 

다 소니 에릭슨(Sony Ericsson)의 경우 한국 전자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훨컴으로부터 기술 

을 도입하고 있으나 크로스 라이센싱을 가능케 하는 우수한 관련 특허 확보를 통해 로열티 부담을 

크게 줄여 왔다(정혁진. 2006) ‘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은 지적 재산권을 통한 수입 창출 전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 

다 특허괴물은 2001년 인텔에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Peter Detki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특 

허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통해 로열티 수입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을 일걷는 

다- 인텔렉추열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나 NTP Inc 와 같은 특허괴물들은 제품은 생산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업과 개인 등의 특허를 다량으로 매입 

한 후 라이선스 수익 사업을 전개한다(한국특허정보원. 2006) 

라이센싱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 요인으로 수익 창출도 들 수 있지만 다른 전략적 요인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업은 기술을 라이샌싱 。}웃 함으로써 기술의 일부를 경쟁 

자에게 내 주거나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략적 효 

과로 상쇄될 수 있다(Lichtenthaler. 2007) 그 간의 연구는 기업들의 아웃 라이센싱 증가를 언 

급하면서 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이윤추구만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틀에서는 많은 

기업들에서 기술 라이센싱이 기업 전략(Corporate Strategy)의 일부로 진화해 왔으며 기업이 기 

술 라이센싱을 하는 것에는 재정적인 요인 외에 많은 전략적 요인틀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라 

이센싱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Nagaoka & Kwon. 2006: Lichtenthaler. 

2007.)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이외의 기술 라이센싱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기업은 이 

러한 라이센싱의 전략적 역할을 숙지하고 자사의 기업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라이센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IBM은 2005년 취득한 미국 내 소프트웨어 특허 500개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단 

체에 공개하여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사의 반도체 디자인도 일부 대행해 줌으 

로써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고정비를 낮출 뿐 아니라 상호 라이센싱을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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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예방하고 있다(IBM ， 2007) 

• 기g의 기훌쩍 지위 강화 및 g찌칙인 월에 소용 제거 
산업 • 기업의 엉성 쩌고료 향후 기훌 거래 흥가에 기여 

• 크로스 라이션상톨 톨혜 다른 기g의 기훌 포트를리오에 접근 

경쟁사및 휠수있는기회마헌 

·기엉간네트워크강화 

파트너 • 륙정 톨야에 대환 라이션싱 아웃으료 다른 기g의 연구톨 제환 
화여기슬쩍리더입확보 

• 에외 칙생 후자(Fotei앤1 Direct Investmer빠톨 대쩨혹여 찌훌 

기업내부 
전략를보흩혀는역혈 

• 외부에셔 기술톨 찌의에 훌 기엉톨 찾아야만 쩌톰의 상엉화 

\、\\넣 
7t 생공하는 정￥. 제훌 를시 전략에 톨용 

* 출처 The Drivers of Technology Licensing , Lichtenthaler (2007) 

〈그림 5) 라이샌싱 전략의 역힐 

3 ,3 지적 재산의 가치 전유를 위한 전략 

(1) 수직척. 수평적 차별화 

기업이 핵심 제품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적 재산권과 관련 있는 제품 디 

자인， 정보， 타이밍들에 대해 고려하여 수직적， 수평척 차별화를 할 수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의 

다중 결합은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해 줌과 동시에 기업이 지적 재산에서 이끌어 낸 가치를 전유 

하기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적 재산 정보를 기업이 전략적인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경 

쟁사의 허를 찌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정 고시를 통해 자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 

개하여 경쟁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잠재적 기술 궤적에 대해 혼란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Reitzig , 2004) ‘ 

지적 재산권 결정의 타이빙도 중요하다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은 산업에서는 특허를 받기 전에 

수악의 대부분이 창출되게 되며 특허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경쟁사들이 기술을 모방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제품수영주기가 짧은 경우 비밀 유지가 특허를 받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Horstmann et a 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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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입의 이익을 누리면서 잠재적 진입자를 저지 

선진입의 이익은 규모의 경제， 기술에 대한 투자의 축적， 소비자 충성도， 전환 비용 등에 기인한 

다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 이러한 선진입의 이익을 얻으며 잠재적 진입자를 저지함으로 

써 이익을 전유하게 된다 캐나다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축적된 기술 투자 비용을 활용해 

선진입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분야는 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분야이기 때문 

에 기존 기업들이 축적해 온 시간과 비용은 새로운 진입자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하다(Calabrese 

et a l., 2000) 기존 기업틀은 또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 전환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기존 

에 특정한 표준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어서 개발되는 보완 기술들은 대부분 그 표준 

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재를 사용해서 전환 비용을 높일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스크탑 사용자들이 리녹스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히 마이크소프트와 

리녹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소프트웨어에 기인하는 것이다 

(Reitzig , 2004) 지적 재산권은 기술적인 이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강력한 상표가 보호되 

는 브랜드를 보유함으로써 기업은 판촉의 우위를 정할 수도 있다， 어떤 기업들은 특허를 브랜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인적 자원의 이탈을 막는 것도 선진입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다 그러한 인력을 통해 

‘학습의 경제 (Learning economics) ’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에서 기술 부문의 인재 

를 스카우트해 오는 전략도 이러한 학습 프로세스를 가속화 한다 

한편， 지척 재산권은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을 높이기도 한다 선진입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 자체 

가 후발 진입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시장 기반 전략(market→based strategies)을 활용한 지적 재산의 보호 

기업이 지적 재산의 가치를 전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 

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법은 지척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방어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한 경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 기반 전략(market-based strategies)을 활용하는 

것이다(Anand & Galetovic , 2004) 

지적 재산의 불법 복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각종 기술의 발달로 불법 복제가 

더욱 손쉬워 지고 있으며 지적 재산을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복제할 때 드는 비용이 

더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디지털 지적 재산인 경우 복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법 제도를 사용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적 재산법의 범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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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암호화(encryption) 

기술과 같은 것은 오히려 소비자가 지적 자산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정당한 사용을 막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는 기업이 새로운 제풍을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에 기반한 지적 재산의 방어막 또한 다른 기술에 의해 뚫리게 된다 

이렇듯. 법과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보호하기 힘든 지적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기반전략이 있다 

·리에스 엔져이이킴.2.방， 쩌 

"1킹 g예가 얻여나기 전 여 

용획보 

·져여억 공R톨 톨예 정정샤 

간껴켜에”이며혜여느 
정도 협근영보유-기업 

간 여용 힘에이tt 우예슴:Il 

빙지 

·자션여 싹힌 신엉펙 켠련 신 

엉툴g 양톨찍 이에하l 끼 

엽.~I 영주훌정，Cl.1 
·억생찍앤 찌격 셰산훌 9기 

영으료빼 소에'1 구매g예 

연혁도가농 

※ 출처 How market smarts can protect property rights. Anand. B. & A. Galetovic (2004) 

〈그림 6)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시장 기반 전략 

6가지의 시장 기반 전략 중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가는 기업에 가해지는 위협의 강도와 

그 기업이 가진 자원의 강점에 따라 결정된다 어떠한 전략이 자신의 기업에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서는， 우선 자사의 핵섬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에 대해 고려해 본 후， 주변 사엽 (adjacent 

business)틀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옮아가야 한다 만일 어떤 기업이 선발 진입자의 이익 

(first mover advantage)을 누릴 수 있는 위치라면 자신이 가진 지적 자산에 더욱 전념하는 것 

이 좋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쟁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자산의 공유(voluntary sharing of property)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이 실패하거나 효과가 없다연 가격이 저렴하고 가지는 높으면서 복제는 불가능한 제품을 추 

가하여 (add-ons) 핵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이를 키우거나 최소한 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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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항해 맞설 수 있다는 점에서 , 복제의 위협을 받는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다른 사업을 인수하거나 신사업을 개발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 

다‘ 음악 산업을 예로 들면， 10%의 불법 복제율은 음반 회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숫자지만 그 

렇다고 해서 모든 음악 관련 사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 CD 산업은 폭발적 

으로 성장했고 CD를 구울 수 있는 컴퓨터의 판매가 급증했으며， MP3 플레이어의 판매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경우， 읍반 회사들은 음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략을 사용해 소극적으로 대 

처할 수도 있지만 관련 산업을 인수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전략들로 이 윤을 창출할 수 없다면 바로 자사를 위협하는 그 사업 으로 옮아가는 전략도 가능하다 

시장 기반 전략 수립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기업이 현재 속한 사업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 

게 정의하여 관련 사업들에 내재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W 지적 재산 전략 성공 요인 

지적 재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기업 전략이 그러하듯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에 부 

합하는 지적 재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그 밖에 기엽 조직이 지척 재산 전략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았다‘ 

4.1 지적 재산의 가치와 특성 파악 

기업은 지적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 

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전략적 목표를 향한 하위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다 지적 재 

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에 가치가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왼천 기술 

을 선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맹목적인 R&D 투자를 막고 자원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왼의 효율적 사용은 특 

허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R&D 효율성을 높여 특허의 양 뿐만 아니라 칠 측면에서 

도 우수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성공적인 특허 전략의 관건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라 함은 타 

특허의 원천 특허로서의 가치가 높고， 핵심 과학 기술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창출 가능한 시장 규모 

가 큰 경우 등을 의미한다(정혁진， 2006) 

지척 재산의 가치릎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고 평가체계가 공식화되면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기술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 간 동의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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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IBM ， 2007) 우수한 지적 재산을 가지고도 자체 사업화에 실패할 경 

우 그러한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진다 이 때 기술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되 

어 있다연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개발에 특화된 기업 및 조직과 제품 개발 

에 특화된 기업 간 제휴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의 가치와 특성을 파악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지적 재산 관리 전략에 알맞은 조직 특성 확보 

혁신적 기업의 특성에 대해 노르덕 국가1)의 기업들 사례를 연구한 Sipi!a(2006)는 다음과 같 

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이러한 기업들 내에는 혁신 및 지척 재산 전략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전사적으로 전략 및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 문화가 별도 

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종 혁신활동을 위한 Task Force Team의 활동。l 활발하다는 것이 특정이 

다 이들 기업은 직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극 장려하며 실수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허용하고 있으며 실패로부터의 학습(learning from failure)을 권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창의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 

운 사업 기회가 활발히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실패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혁신적인 발명을 이끌어 낸 유명한 사례는 3M의 포스트잇 개발 사 

례이다‘ 이 사례는 실패를 용인하여 혁신성과로 연결하는 선진기업들의 조직문화를 보여주고 있 

다‘ 사실상 포스트잇의 개발은 3M사가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던 왼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3M이 이러한 혁신성과를 낸 비결은 

프로젝트가 실패했더라도 책임 추궁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의 제안을 촉진함 

으로써 새로운 개발 시도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또한 3M의 팀워크 제도로 인해 누구든지 자유롭 

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제안자가 원하는 팀왼을 구성하여 

발명하도록 기업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좀 더 다양한 품종의 혁신적 제품을 통해 성과를 거 

두는 비결이 되고 있다(IBM ， 2007) 

4.3 지적 재산권 관리 전문 조직 및 인력 확보 

척절한 지적 재산 전략의 실행과 관련된 업무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 ) 노르덕 국가들(펀란드. 스혜덴， 덴마크， 노르웨이)올 보면 경쟁력 (Competitiveness). R&D. 특허 (Patenting) , 

고도기술(High technology) ‘ 산학협동(University-Company Cooperation)측면에 "1 EU 평균올 상회하 

며 국제적으로 상위률 기록하고 있다(Sipil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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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와 인력 확보가 필수척이다 전담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은 단지 지척 재산권을 신청하고 행사하는 것 외에 라이센싱， 기술 예측， 연구 궤적의 선택 

과 관련한 정보의 공급과 컨설팅 업무 등에 걸쳐 있다‘ 

특허청 자료(2007) 에 의하면 한국의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특허 전담부서 설치율 

은 19%로 미국(96%) ， 유럽 (83%) 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IBM의 조 

사(2007) 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에는 연구개발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 관리하며 혁신 산출물을 

상업화 하는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MOT)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적인 기술경영 인력의 부족은 오랜 시간과 자본의 투자를 들여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되지 못하 

거나， 단기적인 이익만을 보고 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 

술경영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기술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 

은 아직까지 기술은 기술자가， 경영은 경영자가 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기술경영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육성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일본은 이미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기술경영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오고 있다 지난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7년까지 연 1만 병 수준의 기술경영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경영 교 

육 진홍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술경영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70여 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샤프， 캐논 등 50게 기업과 와세다， 게이오 등 30개 대학 공동으로 기술경영 컨 

소시엄을 구성， 공조하고 있다(lBM， 2007) 

한국에서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대규모의 특허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글로벌기업 

인 삼성전자는 1970년대에 특허 관리 조직을 도입하였고， 1990년대에 특허관리부서를 지적재산 

권 센터로 업그레이드하였다‘ CTO의 직접적인 관리하에서 삼성전자는 기업 전반의 조정과 지적 

재산권 관련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그룹을 설럽하였다 최근 삼성그룹은 실질 

적인 특허관리활동을 각각의 주요 부문과 기업 R&D 연구소로 이전하면서 특허관리 조직구조를 

탈 집중화시켰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의 특허 관련 법률 문제 처리를 위해 워싱턴에 특허 관리 

사무소를 두기도 하였다 현재 특허 관련 변호사를 111 롯한 약 300여명의 직원이 특허 관리 분야에 

서 근무하고 있다 

4.4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지적 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서는 혁신 활동을 통한 양질의 지적 재산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혁신을 추구하는 데에는 위험 감수와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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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강화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법원에서 최초로 직무발명 보상을 인 

정한 이래 전체 특허 출왼 중 직무발명의 비율이 84.2%(2004년 기준)에 이르는 등 기술혁신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직무발명 비율과는 달리 

관련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은 20.1%에 불과하다 일본의 제도 도입률이 

2002년 당시 62.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민간기업의 직무발영 보상제도화 수준은 미흡 

하다고 볼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 

만 기업 내부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준 및 보상액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회사와 직원간 사 

전 충분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JBM은 혁신 특성에 부합되는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을 통해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 innovate. Think Place 동의 제도를 통해 JBM 직원이면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 

나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채택된 직원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또 

한 이노베이션 챔 Onnovation Jam)의 개최를 통해 JBM 직원은 물론 직왼 가족이나 고객 등 모 

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OBM. 

2007) 

주로 연구개발 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보상 시스댐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술개발이나 특허둥록에 

대한 보상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제품화 아이디어와 같은 특허등록과 관련이 없지만 지적 재산의 활 

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활동에 대해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3M은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 15%를로 유명한데， 이는 근무시간의 15%를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제품 개발 

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3M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신제품 개 

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가속(Acceleration) ’ 프로젝트를 착수시켰다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보상시스템을 재설계하였다 그 결과， 전사적으로 신 

제품 개발 주기를 1년 이상 단축시키고， 매출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OBM ， 

2007) 

또한 해외 선진 기업들은 연구개발인력의 역량 강화에 .펠로우 제도’와 ‘이왼경력제도(Dual 

Ladder System)을 도입하고 전문가 집단의 선발 및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원경력 

제도는 순수 연구개발 업무 같은 혁신 업무에 집중하는 전문가 경력 트랙과 CTO , 부서장 등 특정 

직책을 맡아 경영 엽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경력 트랙으로 나누어 경력 관리를 달리 하는 제도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2002)에 따르연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선호하는 보상제도는 

멜로우 시스템과 개인별 경력관리 퉁이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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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연구개발 인력이 선호하는 보상제도 

1 멸로우 시스명 (21.0%> 

z 끼면낼 경력관리 및 끼밭시스림(12.8%) 

3 끼민자률과제 수형기회 부여(11.꺼‘) 

4 특낼보너스(8.6%> 

s vis뼈r명 scho매r 제도(8.4%) 

6 안식년제도Uα11.) 

7 시장가찌톨 반엉환 보상지급(6.7%) 

g 학위과정 지월(6.1%> 

’ 
PostDoc. 지월(5.8%> 

10 희앙적무선믹뀔(4.7%) 

u 기타{7.1%)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2) 

IBM은 기술자들에 대한 다양한 아너스 프로그램 (Honors Program)을 통해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지원을 독려하고 이들이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왼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IBM 펠로우(IBM Fel! ows)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난 15~20년간 기술적 성취를 이룬 

기술 • 과학 분야 인력을 선정해 펠로우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들은 IBM 최고의 기술전문 

가로 인정받는다 1963년부터 매년 2~3명씩 선정해 왔으며 2006년에는 8명이 뽑혀 현재는 65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이며 임원 수준 

의 급여를 지급받고 최소 5년간 회사의 전폭적인 지왼 아래 자신이 왼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DE (Distinguished Engineers)는 전문 기숭 인력들의 엽적과 공헌을 기리고자 1995년에 

시작한 제도로 전문지식과 통찰력， 영향력 있는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출하게 된다 현 

재 IBM 전체 직왼들 중 약 340여 명이 DE 인증을 받고 있다 진보적인 학설을 발표하고‘ 하드웨 

어 빛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발생하는 문제틀에 대해 최고 경영진과 전세 

계 기술 공동체와 연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역할이다‘ 한국 IBM에도 2명이 DE 인증을 받았다 

(IBM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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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영진의 적극적 관여 

지적 자산에서 오는 이악의 형성이 자본 집약적 (capital-i ntensiv아이고 장기적인 활동이며， 

지적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보통 저가의 비용으로 되돌렬 수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적 자산의 관리는 기업의 상급자들뿐 아니라 기능별 조직 (functional unit)과 사업부 

(business unit)의 리더들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Reitzig ， 2004) 

Reitzig의 2007년 연구 결과는 최고 경영층이 지적 재산 전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지 

적 재산 전략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매력적인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깊게 연관되어 있는 활통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고 설행에 옮기 

는 것이 바로 최고 경영층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인수합 

병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적은 지적 재산을 획득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이 

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 역시 최고 경영층에서 하게 된다 로체(Roche)의 지적 재산 담당 이사 

는 최고 경영층이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과연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획득하게 될 지적 재 

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경쟁우위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자사가 가지 

고 있는 지적 재산과 상호보완적이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고 경영층의 역할은 최종척인 의사 결정에 국한되어야 한다 

기업 수준의 경영진이 ‘관여 (involvement) ’와 ‘권한 위양의 不在Oack of delegation)'를 혼동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여러 지적 재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연 

최고 경영충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최고 경영층이 

지적 재산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는 사항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육은 최고 경영층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신입 사원 단계부터 이루어져서 결국 최고 경영충에 이르렀을 때 이미 지적 재산에 

대한 지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 중요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멘마크의 노보 

노르덕 (Novo Nordisk A/S)에서는 ‘Structured Education Program’이라는 프로그렘이 진행 

되고 있는데 이는 관리자 층에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왼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지적 재산 

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기업에서는 사왼 단계에서부 

터 지적 재산에 대한 지식을 축척하게 된다(Reitzig ， 2007) 

V. 결 론 

기업 내부의 혁신， 지식의 관리 및 지적 재산의 관리를 다룬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사례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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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기업이 전략적으로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알 

아보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은 지적 재산이 기업의 핵심적인 자산이라는 점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전략 

적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은 전사적 활동이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비 

즈니스 목표 수립에서부터 기업 내부와 외부 환경 분석 과정을 거쳐 지적 재산 전략을 수럽하고 전 

략적 목표와 방향에 맞는 지적 재산의 확보， 지적 재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창출한 가치로부 

터 얻는 이윤의 전유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와 사례를 토대로 보면 지적 재산의 확보에서는 기술의 원천을 다양화 하여 자왼 

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부로부터 지식을 확보할 경우 어떠한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 및 역량， 속해 있는 산업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적 재 

산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 

해 낼 수 있고 이는 기술 리더십 획득， 표준 선점， 브랜드 파워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가능하다 

또한 라이센성 전략을 통한 수익 확보는 특허괴물과 같은 기업에게는 단일한 비즈니스 모델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또한 기업은 라이센싱 전략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수악의 창출뿐 아 

니라 다른 전략척 목표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이 전략의 매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기업에 

게는 지적 재산을 구축하고 그로부터 가치를 창출한 이후， 창출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유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은 수직적， 수평적 차별화를 통해 가치를 전유할 수 있고 잠재적인 진 

입자를 저지함으로써 또한 가치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보호 외에 시장 기반 

전략을 활용하여서도 지적 재산을 보호하여 가치를 전유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기업이 지적 재산에 기반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량과 

특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기업은 지적 재산의 가치와 특성을 파악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이 있을 경우 기업은 효율적인 R&D를 달성할 수 있고 기술 거래 시장 

이 활발해져 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지적 재산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 자체가 혁신과 지식 창출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적 재산 관리 전 

담 부서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은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여 양질의 지적 재산 확보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 관리와 관련된 전사적으 

로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의 전략적 관리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맞불려 있기 때문 

에 부서간의 협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적 재산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여가 성공적인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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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지적 재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 설정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겪고 있다‘ 예를 틀연，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이 주요 미디어로 부각되어 방송과 통신의 중요한 

얘개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방송 통신 융합으로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통신업 

체들도 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기술의 발달 

로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새로운 비즈니스 목표의 수립과 전략적인 지적 재 

산 관리를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 기회의 마련이 중요하다 디지힐 기술의 발달은 지적 재산을 ‘보호’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에게 위협요인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Shapiro & Varian(2007) 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지적 재산의 보호가 아닌 전략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의 개발자나 소유자들이 디지털 혁명을 확보한 지적 재산의 전 

달과 배포 범위를 넓혀 줄 기회로 보게 되연， 기업의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략이나 생플을 

제공한 후 업그레이드로 이융을 창출하는 전략， 보완재 판매 풍을 통해 위협 요인율 기회로 바꿀 

수있다 

이 같은 전략적 지적 재산 활동이 가능 하려면 앞서 제시한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의 요소들과 성 

공 요인 및 조직의 특성 등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는 아직 부족한 ‘통합된’ 시각으로 바라 본 기업의 지적 재산 관리 전략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해외 대기업 위주로 사례가 정리되어 있어 국내 기업 

들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이다 향후 국내 지식 기반 

산업에 속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섬도 있는 분석과 진단을 거쳐 지적 재산 전략에 성공한 사례나 

실패한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에 보다 특화된 지적 재산 관리 전략을 도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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