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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이 단순한 제

품의 판매에서 점차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무형

의지식자산의판매로옮겨가고있다. 다른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식자산(Intellectual

Property : 이하 IP)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도 반독점법안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는 등 글로벌 IP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식자산과 관련된

기업의표준화전략, 그리고글로벌IP 정책의변

화를살펴보고이와관련된시사점을찾아보고자

한다. 

‘3극특허’급격히증대

특허와관련하여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지표

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모두 특허를 획득한 이

른바‘3극 특허’이다. 먼저 <그림 1>에서 특허에

관한 전체적인 개관을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출

원한이‘3극특허’를연도별로살펴보면그수가

1985년 22,879건에서 2002년에는 51,502건으

로대폭증가한것을살펴볼수있다.

이와 같은 특허 출원의 증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흐름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외적인 환경의 변화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

으로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통해 특허에 대한 법

적인 뒷받침이 강화되었다. 기본적으로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 정책이 지식(intellectual)

재산에대한독점적인사용을보장하려는정책이

라면, 사유재산권을인정하면서도독점적인재산

권의 행사로 인한 경쟁의 소멸과 소비자의 손실

을 막기 위해서는 반독점 정책이 사용된다. 반독

경 제 정 보

선진국을중심으로지적재산권법과반독점법을
복합적으로적용하는글로벌IP 정책을
사용하고있어우리기업들이단순히특허수를
늘리는방향으로IP 전략을수행한다면많은
어려움을겪게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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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지적재산권

정책의진화에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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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극특허’의국별연도별추이 (건)

자료 : OECD, Compendium of patent statistic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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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정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시장의 작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의이익을지키고자하는것이다. 

정책의변화와특허출원및특허분쟁의증가

미국의 경우 1980년‘특허 및 상표권 개정안

(Bayh-Dole Patent and Trademark Law

Amendment)’이 제정되며 공공기금에 의해 수

행된 연구의 지적 재산권을 연구자가 가질 수 있

도록 하여, 연구자들의 사적 이윤동기가 자극되

어특허제출이증가하였다. 이에더하여시장구

조에대한관심보다는자유주의적시장관을표명

한이른바‘시카고학파’가미국의반독점정책에

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80년대까

지두정책간의균형을유지해주던반독점정책적

인 고려가 점차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지적재산

권의중요성이강조되는방향으로정책이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강조는 1995년 이

른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반독점 가이

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특허 출원

의 증가와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밑받침해 주고

있다면, 기업들내부적으로는선제적인특허출원

을 통한 로열티 확보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관

련 소송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방어적인 목적으

로 인해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

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특허분쟁은

과거와는 달리 공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분쟁

의 양상이 과거에는 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협상

이 결렬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제조, 수입, 판매중단 가처분 소송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제소를 당

한 기업의 경우 단지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

라 선적까지 완료된 물품이 가압류 되는 등 훨씬

큰 영업상의 차질로 인한 비용까지 물게 되었다.

이에따라최근에기업들이방어적인차원에서라

도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특허관

련환경이변화되었다. 

한편 <그림 1>과 <그림 4>를 자세히 살펴보

면 2001년을 기점으로 전체 특허의 증가가 완만

해지는것을확인할수있고, 특히정보통신분야

를 중심으로 출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수있다.

기업전략의모방을우려한특허감소요인

이와 같은 특허의 감소는 특허의 취득으로 인한

로열티 수입의 증가(지출의 감소) 혹은 선도적인

기술표준의획득으로인한추가적인사업구상등

경 제 정 보

‘3극특허’의증가와함께최근에는특허분쟁이급격하게

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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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특허청

자료 : 한국의특허동향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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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능하다는장점도있지만자칫특허의남발에

의해서는 특허 자체의 취득 및 유지에도 적지 않

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특허를 통해 공개된

기업전략의노출로인해후발주자들이우회특허

를획득하는방식으로기업의전략을모방하는문

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방에대비하기위해글로벌기업들은특히원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갈 수 없는 원천기술

에 대한 특허에 집중하고, 부차적인 특허는 기업

의전략과관련된로드맵을보호하는차원에서출

원을 자제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91

년 전체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78%이던

것이 2002년 25.6%로 하락하며 특허 증가를 둔

화시킨주요국가로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많은 경우 특허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

중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다른 기업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 자신의

전략을드러내지않는방식을채택하게된다. 

표준화과정의확산을통한특허전략

하지만핵심적인원천특허의획득을통한특허전

략이 모든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은아니다. 특허는자사의특허가다른기업에많

이 채택되어 라이센스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야한다. 이를위해필요한전략이기업이자신의

기술을 표준기술로 채택되도록 하는“표준화 과

정(standard-setting)”의 확산을 통한 특허전략

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 과정

은 독점, 과점, 복점기업의 전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개별기업이 자신의 고유한 표준을 채

택한 전용표준(proprietary standard)의 경우를

독점의사례로볼수있다. 전용표준이성공적으

로 확산된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가“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된 것

을들수있고, 반면타기업들에게자사의표준을

공개하지 않은 소니의 베타 방식 비디오 표준의

경우전용표준을통해무리하게시장을장악하려

다표준화경쟁에서밀려나고만사례이다. 

두 번째로는 표준을 독점하지 않고 두 기업

이복점(duopoly)하는방식이있을수있다. 전용

표준보다는 기업 전략의 노출도 가능하고, 시장

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기업이 특

허를공유하는크로스라이센싱의방식으로표준

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두 기업의 협력 여

부에 따라 보다 쉽게 특허의 확산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동종 기업의 협력 외에도 마이크로소

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와 인텔의 중앙연산장치

(CPU)의 결합에 의한 이른바‘윈텔 동맹’처럼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 낸 이종 기업 간의 협

경 제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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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통신(ICT)분야의‘3극특허’추이 (건)

< 표 > 국별특허점유비율의증감

1991 2002 특허총수 점유비율의증감
(%) (%) (%p)

세계 100.00 100.00 51,502
독일 12.28 14.12 7,271 1.83
미국 34.17 35.58 18,324 1.41
한국 0.31 1.22 630 0.91
EU15 30.50 31.39 16,167 0.89
핀란드 0.54 1.15 594 0.61
스웨덴 1.31 1.74 896 0.43
캐나다 0.92 1.28 661 0.37
이스라엘 0.36 0.64 328 0.28
중국 0.04 0.28 144 0.24
영국 4.18 3.97 2,045 -0.22
이탈리아 2.21 1.63 840 -0.58
스위스 2.41 1.79 924 -0.62
프랑스 5.95 4.75 2,447 -1.20
일본 29.68 25.62 13,195 -4.06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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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모형또한효과적일

수있다. 

마지막으로는 특

허풀(patent pool)을

통한특허의확산이가

능하다. 현재 많은 정

보통신분야의 기업들

은이른바표준화관련

특허풀에 참가하여 다

수의 기업들이 표준화

를목표로특허를공유

하고여타기업에게일

괄로 라이센스를 제공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허풀에 참가하게

되면시장을선도해나가지는못한다고할지라도

자신의특허를정당한라이센스수익으로보상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풀 자체가 최소한의

시장을보장해주는장점이있게된다. 

국제적인 IP 환경변화와선발주자들의전략

하지만이러한특허풀참여에서도주의하여야할

점이 있다. 선진국들이 승인하지 않은 특허풀의

경우에는 라이센스료에 대한 협상 등이 바로 담

합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재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동영상압축관련특허

풀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특허풀의경우미국과유럽의반독점당국으로부

터의승인이있었다.

이외에도우리나라의기업들이이러한방식

의 특허전략을 사용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국제적인 IP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몇 가지 위험요인들이

남아있게 된다. 먼저 선진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

략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기업들이 미리 파악하

기 힘든 숨어있는 특허로 인해 기업이 제소를 당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램버스(Rambus

Inc.)사의 경우 SD램 분야에서 자사의 특허를 감

추고 표준화 기구(JEDEC: Joint Electron

Devices Engineering Council)에 참여하여 자사

의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램버스

사는 후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독일의 인피니언(Infineon Technologies AG)사

및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사 등과 분쟁을 진행 중

이다. 이와같이몇몇선진기업들이특허숨기기

혹은 잠수함 특허(patent ambush, submarine

patent) 전략을 사용함에 따라 숨어있는 특허로

인한분쟁또한늘어나고있다. 이러한특허숨기

기는미국공정거래당국인연방거래위원회(FTC)

에서도 엄격히 제재를 가하는 분야이고, 유럽특

허법원에서는 램버스사의 몇몇 특허들이 특허로

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및 기업

가치훼손은피할수없게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선진국의 정책과 관련한

위협요인이 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의 CD 표

준과 관련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제소를 살

펴보자. 필립스(Phillips)사는CD 관련특허와연

관된 추가적 기술적 사안들을 규정하는 오렌지

북(orange book)을 공표한 바 있고, 이 기술적

경 제 정 보

국제적인 IP 환경의변화에맞추어

선진기업들은다양한 IP 정책을추구하고있다.

기업수

표준의
독점화

(과점)

(복점)

(독점)

특허의
확산효과

사실상의 표준
(de facto
Standard)

국제(기구)표준/
지역표준/일국표준
(de jure Standard)

크로스 라이센싱

전용 표준

특허풀

와이브로

소니·삼성 메모리스틱

소니 β방식

MPEG

윈텔동맹

 MS윈도우 공공에 의한 선택

<그림 5> 표준화과정의분류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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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들의경우는추가적인라이센스등의조건이

없는 기술적인 지침들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

에 관해 미국은 공정거래 당국도 아닌 무역정책

당국(ITC)을 통한 제소를 통해 필립스사가 부당

한 결합판매(tying)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

록 추후에 판결에서 필립스사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선진국정부의견제사례라고볼수있고, 이러한

소송으로인해해당기업으로서는직,간접적으로

피해를입게되는점에주목해야한다.

간접적인 소송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직접

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도 가능하다. 미국 정

부는 2001년 자국의 탄저병 사태시에 독일의 바

이엘(Bayer AG)사가 탄저병에 대한 항생제인 시

프로바이(Ciprobay)에 대해“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ing)”을 사용할 것을 위협한

바 있다. 강제실시권이란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

없이강제로특허를사용하는것으로강제실시권

은 국가의 비상사태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

등에한하여사용가능한지적재산권에대한중대

한 제약요인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이

에이즈등질병과관련하여강제실시권을사용하

는 시도를 엄중하게 가로막고 있지만, 미국 정부

의강제실시권동원에대한위협에굴복한바이엘

사는 1.77달러에 달하던 약품의 가격을 0.95달러

로인하하는방식으로타협할수밖에없었다. 

국제적인 IP 제도의선진화

이와 같이 선진 기업들 혹은 선진국들은 후발 기

업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해 한편으로는 지적재산

권의 확립, 다른 한편으로는 반독점법 등 앞서가

는 법제도를 이용한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 가능

성을 준비해 놓고 있다. 하지만 선발주자들로부

터의압력만있는것이아니다. 선발주자뿐아니

라후발개도국으로부터의다양한압력에대해서

도 대응이 필요하다. 후발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법복제 등에 의한 우리

기업의지적재산권무력화만이문제가되는것이

아니다. 불법복제나 인도 등 개도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불인정 정책 또한 우리 기업의 IP 전략에

대한위협으로작용하지만후발개도국들의여러

정책가운데에서도주의깊게대응해야할부분이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반독점법안을 정비하여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후발 개도국들 또한 WTO 체제 하에

나름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

므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 가능한 위협요인으로는 우

리나라의공공연구기관에의한표준화활동이외

국 기업 혹은 정부에 의해 불공정 경쟁요인으로

지적당하게될가능성을들수있다. 물론선진국

들의연구개발활동또한공공연구기관에의해수

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공동의 연구가

한국가의산업표준으로자리잡고이것이국제적

으로확산되는경우에는특별한주의가요구된다.

초기부터 외국 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표준기구

에의참여를개방하고, 동등한경쟁여건을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연구기관에 의해 (일국

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외국 기업

에공정한기회를보장하지않은국가표준으로표

준화과정에참여하지못한국내외기업에의한제

소가가능할수있다. 또한우리가FTA 등다양한

방식으로통신, 방송등여러서비스시장을개방

하여야한다면이러한국가표준에힘입은우리기

업들의IP 경쟁력에대해서도선진국에서는다양

한방식으로문제를제기할가능성이있다.

이처럼 다양한 글로벌 IP 정책에 대해 아직

우리의 대비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

지 우리의 기업들은 단순하게 로열티를 최소화

하는수준의R&D 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 장기

적인 IP 전략을 위한 로드맵 또한 부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IP 환경

하에서우리나라의기업들도부당한제소를피해

나가면서도원천기술의확보를통한질적인도약

을이루기위해서는한차원높은IP 전략의수립

이시급히요구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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