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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무형의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자원으로 인지되면서,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옴
- 2000년대 중반이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시장가치 비중이 2:8로 추산되면서, 시장 경쟁력은
무형자산 중심의 구조를 가짐

○ 지식재산 생태계의 윤활유 및 촉매제 기능을 갖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가치에
비해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어, 구조개선 및 역량 강화 정책 필요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 매출규모는 9,914억원1)으로 전체 서비스업 매출 2,155조원2) 중 0.45%를 차지

○ 따라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야별 현황 및 핵심 현안을 확인하고, 산업육성 관점의
고부가가치화･시장 친화적 정책을 설계하고자 함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계

○ 연구는 크게 (i)관련 법조항 재정비와 (ii)분야별 현안확인 및 정책제언으로 이원화함
- (i)법조항 재정비의 경우,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담기관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으로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특화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설계
- (ii)분야별 정책설계의 경우, 분야별 관계자 인식 및 정보 확인을 통해 현안을 확인하고, 한계 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추진경과
○ IP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필요성 논의 (‘20.6월, STEPI-한국특허정보원)
○ 정책연구용역 착수 (‘20.7.16~’20.12.31, STEPI)
○ Kick-off 미팅 (‘20.8.13)
○ 관련 자료 및 데이터 수집
* 관련 기본계획, 실태조사 자료, 기존 정책연구보고서 등

○ 전문가 워크샵 개최 (‘20.8월, IP 서비스 분야별)
* 변리법인, 중개기관, 가치평가기관, 정책연구기관, 특허법무법인 등
1) 지식재산서비스업실태조사
2) 통계청(2019),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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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미팅* 진행 (‘20.9월~11월, IP서비스전문기관, 전문가 등)
* 델타텍, 기술과 가치, 테크란, 윕스, 기술보증기금, 학계, 법무법인 등

○ 화상간담회* 개최 (‘20.11월~12월, IP 서비스 분야별, 총괄)
* 기술금융 운용사, 기술거래사, 정보망, 기술가치평가사, 부처 전문기관, IP서비스전문회사 등
* 지식재산 분야 고경력자와의 간담회

[그림 1] 연구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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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생태계의 이해

□ 지식재산생태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 디지털 기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편의성과 개인 맞춤형 소비로 변화 전망
-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받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로 변모

○ 全산업의 디지털화 진전, 기술융합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M&A 기반 기술교류 활성화
등 디지털 연결성과 기술적 역량의 증가는 새로운 정보와 실제 행동 간의 격차를 낮춤
- 4차 산업혁명은 공장 자동화에서 시작해, AI,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산업
가치사슬별 광범위한 디지털 변환을 견인
- AI,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로보틱스, AR/VR 등은 기존 비즈니스와의 접목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생성

○ GVC(Global Value Chain) 진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 무형자산(Intangible
Capital)의 확보 및 활용 관련 전략 필요
* WIPO(2017)에 따르면, 시장에서 구매되어 소비되는 많은 제품들의 부가가치 중 1/3은 기술, 브랜드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서 산출
- GVC에서 단순 제조업 중심의 진입 보다는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
- (기존 GVC)정보는 선형적으로 이동, 각 단계는 그 전 단계에 의존
- (디지털化 GVC)정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각각의 교점으로부터 네트워크의 모든 다른 지점으로의
상호작용 가능

□ 지식재산생태계의 전개
○ 혁신생태계는 혁신활동을 위한 투입과 성과창출, 활용, 그리고 수익의 창출과 혁신을 위한
자원으로 재투입 등의 순환구조를 가짐(조황희 외, 2014)

○ 혁신생태계의 하부요인별 생태계 중 지식재산생태계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보육-활용의
가치사슬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을 형성
* Agarwal(2013)에 따르면, 지식재산 생태계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까지도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의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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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생태계는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 과정의 각 주체 간 네트워크, 시스템의
견고한 상호관련성이 중요하게 작용
- 특히 ‘창출’된 IP의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고도의 ‘보육’ 과정은 IP창출과 활용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창출을 기획하고, 창출물의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수행

[그림 2] 지식재산생태계(IP ecosystem)

※ Shlevin(2010)은 조지아텍 사례를 기준으로 행동 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설계
- 진단(연구 역량, 학제 간 융합, 제휴망 등) → 연구(융합연구, 연구센터 등) → 선택(IP, 벤처랩,
펀드, 지원 등) → 인큐베이션(응용기술개발센터, 융자/펀드/VC, 혁신센터, 기업가 센터 등) →
재가공(브릿지, 연계, 세미나/워크숍, 테스트베드, 성공적 창업 등) → 흡수(성과가 다시 영양분으로
축적)로 순환하는 과정(조황희 외, 2014)
- 지식재산생태계 구성요인 및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 모델들 설계

○ 지식재산생태계는 중심축에 따라 다양한 경로의 전개로 접근 가능
-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체에 따른 경로, 참여자가 수행하는 행위 또는 수단에 따른 접근,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 관점의 접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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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식재산생태계(IP ecosystem) 모델별 전개
모델

지식재산생태계 구조

[모델 1] 주체 중심

[모델2] 행위 중심

[모델3] 수단 중심

[모델4] 공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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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이해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전개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활동에 대한 정보조사･분석, 평가, 교육, 번역, 거래, 컨설팅,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 창출하는 산업(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

○ (브릿지 관점)생태계 모델들의 유기적 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브릿지의 구축과 이들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필요(조황희 외, 2014)
- 브릿지는 지식재산생태계 각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기능하며, 생태계 전개에 따라 브릿지
주체 및 기능의 차별화 가능

[그림 3] 지식재산생태계(IP ecosystem) 브릿지 기능의 지식재산서비스업

○ (속성 관점)지식재산 생태계 구간 전개에 있어서 각 구간의 핵심적 속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능 수행이 필요
- 지식재산이 갖는 정보적 속성을 최적화함으로써 R&D 기획, 타겟 IP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등
적정 IP창출 전략 수립 관련 서비스 지원
- 지식재산이 갖는 권리적 속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창출된 지식의 우수성을 반영하여, 강한 권리
확보 및 적정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지식재산이 갖는 가치적 속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자본화, 거래 매칭을 통해 이전
수익 확보 등 관련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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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식재산생태계 속성 지원 기능의 지식재산서비스업

<표 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유형
속성

권리성

분야

법률 대리업

가치성
가치평가, 금융업
중개･거래업

정보성
데이터 관리, 정보분석

[참고] WIPO의 정보서비스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글로벌 IP 업무의 실질적·실무적 협력 도모
- PATENTSCOPE, Global Brand Database 및 Global Design Database
- WIPO Lex(’20년 WIPO Lex Judgments 기능이 추가되어, 회원국의 IP관련 판결 무료 열람 가능),
ICT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구축,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s(TISCs)발명자, 연
구자, 기업가 등 IP 창출·활용의 주체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니
즈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특허등록 및 특허분석 등)
* ’09년 80개국 참여를 시작으로 ’20년 기준 1천개 센터
- WIPO Academy는 TISC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진행
* ’09년 이후 13,000명 교육에 참여, ’19년 한 해 2천명이 오프라인 교육 참여
- WIPO Advanced Technology Applications Center(ATAC)는 문자(WIPO Translate), 이미지(트
레이드마크, 산업디자인 이미지 분류), 음성(WIPO Speech-to-Text) 분야 중점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역량
○ R&D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 확보, 이를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 및 부가가치 창출하는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은 핵심동력임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원활히 하는 윤활유이며, 창출된 지식을 양질의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가이드 기능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 규모는 3,400억원(’10) → 6,400억원(’15) → 9,000억원(’19)3)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나, 여전히 영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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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상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국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정책

지식재산

중점 정책방향
정책방향

기본계획

1차
(2012~2
016)

§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구축

§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
비

§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

(서비스산업육성기반 조성)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서비스인력 역량강화, 서비스대가 적정화 등

§

(경영지원서비스활성화) 서비스 수요-공급 중개지원

시장기반(지

시스템 구축, 기술거래 오픈마켓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확대

정, 범위 설정
등)

§

(2017~2
021)

(사업화지원서비스 활성화) 사업화 전주기 지원 전문
회사 육성

§
§

2차

핵심어

민간 IP가치평가기관 확대
정부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DB의 민간 개

§

질 중심의 IP 창출

방 확대: IP서비스 기업이 특허가치평가 등에 DB 활

§

민간중심 IP거래･금융･서비스산업 확
충

용하도록 제공
IP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IP서비스업 육

§

IP 및 영업비밀 보호강화

§
§

IP가치존중 및 정당한 보상실현
IP해외진출 확대

§

성 펀드 조성)
§
§

(가치)평가
전문인력

IP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제도･인프라 정비
IP서비스업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채용연계(미
취업 대졸자 채용연계 교육, 퇴직 전문가의 현장 수요
기반 활용) 교육 확대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환경
○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지식재산 활동 지원 기반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나, 시장은 미성숙 단계4)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대부분이 영세해서 지식재산서비스 고도화 투자 및 서비스 품질이
부족하며, 결국 매출 성장 제약 등 악순환 지속
○ 민간 기업의 영세성 및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한 인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잣아, 민간기업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3) 1차,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4)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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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 “지식재산서비스업은 2000년대 들어 지식재산이 이슈화되고, 관련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며, 그에 따라 충분한 시장 규모 형성이
안 되어있다.”
▪ “국내 대부분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은 시장 조성 및 육성을 위해 공공이 진입해있어, 실제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 중심의 생태계 형성이 어렵다”

⇨ 지식재산의 가치, 기능이 중요한데 반해,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의 주요 축이
되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재원, 역량 등이 부족하여, 창출되는 혹은 잠재된 지식
재산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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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유형별 특성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야

지식재산법률 서비스

속성

권리성

Ÿ
범위
Ÿ

Ÿ
특징

한계

Ÿ
Ÿ

Ÿ
현안
Ÿ

출원·등록·분쟁·소송
대리업
유지 관리업

지식재산서비스
산업분야 내 가장 큰
시장비중을 차지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Ÿ

IP가치평가,
Ÿ
보증·담보대출 및 투자 등

Ÿ

진입장벽 높음(규제, 높은
자본력 및 전문성)

Ÿ
Ÿ
Ÿ

Ÿ
정책
니즈

Ÿ

권리성 강화 환경 조성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가치성

서비스 수행 주체간 갈등 Ÿ
서비스품질 저하와 낮은 Ÿ
출원 서비스 단가
Ÿ

양질의 서비스 기반
권리성 강화를 위한등
서비스 수행
적정 규모의 시장 부족

지식재산거래 서비스

Ÿ

회수리스크
IP 중심 가치평가 부족
보증/융자 중심

자산성 제약
IP 투자 부족
공공중심의 가치평가
시장 및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도화된 가치평가 시장
개선
IP금융서비스기업의
성숙

Ÿ
Ÿ

Ÿ
Ÿ
Ÿ

Ÿ
Ÿ

Ÿ

정보성

임대, 중개

니즈에 비해, 시장
비활성화
성장속도 지체

IP가치평가/전문가
신뢰성 부족
공공기관중심
다수의 유사 거래망

거래시장의
비활성화/니즈의 한계
거래플랫폼의 미성숙,
거래 정책의 중복성

거래플랫폼의 전문화 및
연계

Ÿ
Ÿ
Ÿ
Ÿ

번역, 통역
정보서비스
시스템구축
컨설팅, 교육

Ÿ
Ÿ

내수/정부사업 중심
복합적인 서비스들의
수행

Ÿ

민간중심의
시장자립도가 낮음
서비스 차별성 미흡

Ÿ

Ÿ
Ÿ

Ÿ

공공과 민간의 유사기능
조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제고

고품질
정보서비스(데이터, 인력
등)

▪ (법률서비스) “주체 간 대립, 영역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저가 서비스로 인해 품질의 한계 노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있다”
▪ (금융･거래 서비스) “IP 품질 및 재산성이 취약해서 적정 투자 또는 거래 대상으로 신뢰･인지되지 못한다”
▪ (정보서비스)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관리 체계화 부족,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서비스 평판 형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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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가
○ 혁신성장은 생산을 위한 요소투입(인력, 시설, 자본 등)을 넘어 차별적 역량을 갖는 우수
지식재산의 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
-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성장의 주요 투입요소로서 지식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확보, 보호, 활용할 것인가가 성장의 주요 전략

[그림 1-1] S&P 500 시장가치 구성: 유형자산 vs. 무형자산

자료: Ocean Tomo(2019), 연구팀 보완

○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적정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R&D 투입 및 지원 정책의 확대
-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주요 투입요소인 R&D 투입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들어 정부 R&D 투입은 2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
- GDP 대비 R&D 투입 규모는 4%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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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개발투자 규모

자료: NTIS 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IdctVo.do

○ R&D 투입 및 관련 지원정책을 토대로 국가 지식재산 확보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 2018년 기준 미국 등록특허 기준 한국은 미국(48.7%), 일본(16.0%) 다음으로 높은 특허 등록(6.7%)
규모를 시현
- PCT 출원의 경우, 동일 시점 기준 미국(22.5%), 일본(19.9%), 중국(21.4%), 독일(7.9%) 다음의
규모(6.8%)를 시현

<표 1-1> 특허권 출원 및 등록 추이
구분
국내
출원
국내
등록
미국
특허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0,101

178,924

188,915

204,589

210,292

213,694

208,830

204,775

209,992

68,843

94,720

113,467

127,330

129,786

101,873

108,875

120,662

119,012

11,671

12,262

13,233

14,548

16,469

17,924

19,494

20,717

19,780

9,604

10,357

11,787

12,381

13,119

14,564

15,555

15,751

16,919

등록
PCT
출원

자료: NTIS(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IdctVo.do)

○ R&D 투입 및 특허 확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의 수준을 가늠하는
총요소생산성 추이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어, 구조적 한계 노출
-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한 기여가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요인(혁신,
시스템 등)에 의한 기여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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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총요소생산성 추이
(단위:%)

자료: (좌)기획재정부(2019.12.4.),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TFP 증가율)
(우)한국경제연구원(2020.4.26.)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TFP 성장기여도)

○ 글로벌경쟁력 조사기관에 의해 발표되는 지수에 따르면, 과학경쟁력은 상위권인데 반해,
기술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은 중위권 수준에 위치
[그림 1-4]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주: 세계경쟁력 순위(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자료: NTIS(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IdctVo.do)

○ 이처럼 투입(R&D) 및 1차 지식성과(output, 특허) 등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한데 반해,
파급효과(outcome)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계에 노출
○ 이러한 한계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지능화된 디지털 혁신 환경의 변화로 지식을 통한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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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관련 환경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
- 이러한 혁신환경에서 성장을 위한 무형의 지식재산 역량은 중요한 요소이며, 지식재산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성장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필요

□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확대
○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은 지식재산 경쟁력 기반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
- ‘지식재산기본계획’은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틀에서 국가가 주요 임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정책환경의 방향을 설계하며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견인

○ 혁신 주체들(대학, 출연(연), 기업 및 개인 등)은 R&D를 통해 양질의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타겟 시장에 진입 및 성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
-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비즈니스는 현재의 글로벌 산업 구조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의 상황에서 기술력은 더욱 중요

○ 혁신의 주요 투입자원이자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연구개발 생산성 확대 및 가치실현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중간재(intermediary)이며, 혁신의 촉매제(catalyst) 기능을 수행
- 따라서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마련 및 관련 환경 조성 등의 노력이
추진
-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범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발전전략 설계
* 1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상에 명시된 지식재산 관련 추진 예산은 연평균 2조 307억원(총 10조1,533억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4,201억원 예산 투입 계획(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2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상에 명시된 관련 예산은 총 4조 7백억원 투입(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9.1.8)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은 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지원, ②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③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 등을 명시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확대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활동에 대한 정보조사･분석, 평가, 교육,
번역, 거래, 컨설팅,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
○ R&D 성과로서 우수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은 핵심동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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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 규모는 3,400억원(’10)→ 6,400억원(’15)→9,000억원(’19)5)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나, 여전히 영세한 수준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원활히 하는 윤활유이며, 창출된 지식을 양질의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가이드 기능

<표 1-2>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상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정책

국가지식재

중점 정책방향

산기본계획

정책방향
Ÿ

1차
(2012
~2016)

Ÿ
Ÿ
Ÿ
Ÿ
Ÿ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구축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Ÿ

Ÿ

Ÿ
Ÿ
2차
(2017
~2021)

Ÿ
Ÿ
Ÿ
Ÿ
Ÿ

질 중심의 IP 창출
민간중심 IP거래･금융･서비스산업 확
충
IP 및 영업비밀 보호강화
IP가치존중 및 정당한 보상실현
IP해외진출 확대

Ÿ
Ÿ
Ÿ

(서비스산업육성기반 조성)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서
비스인력 역량강화, 서비스대가 적정화 등
(경영지원서비스활성화) 서비스 수요-공급 중개지원시
스템 구축, 기술거래 오픈마켓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컨
설팅 확대
(사업화지원서비스 활성화) 사업화 전주기 지원 전문회
사 육성
민간 IP가치평가기관 확대
정부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DB의 민간 개방
확대: IP서비스 기업이 특허가치평가 등에 DB 활용하
도록 제공
IP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IP서비스업 육성
펀드 조성)
IP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제도･인프라 정비
IP서비스업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채용연계(미취
업 대졸자 채용연계 교육, 퇴직 전문가의 현장 수요
기반 활용) 교육 확대

핵심어

시장기반(지
정, 범위 설정
등)

(가치)평가
전문인력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환경
○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시장은 미성숙 단계6)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민간 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해서, 지식재산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한적이며,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제한, 매출 성장 제약 등 악순환 지속
○ 민간 기업의 영세성 및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한 인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직이 빈번해 민간기업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 부족에 따른 상호 신뢰도 형성, 협력프로그램 수행 등이 미흡

5) 1차,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6)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5 -

2. 연구의 필요성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관련 정보력과 심사수준 제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여건
- 관련해서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심사지원 업무의 수행 기관 분리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이
제기됨(이훈 의원 발의, 2019.11)
* 일본과 중국의 경우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지원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기관
형태로 운영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모색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분야별 현황 및 핵심 현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산업육성 관점의 전략 수립이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련 환경 개선 및
전략을 수립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인력, 그리고 전문기관 등의 애로요인을 확인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전개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현안 확인을 통해 수요기반 정책 설계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야별 경쟁력 동인(+) 또는 제한(-)요인이 되는 환경을 이해하고,
직면하는 현안을 확인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직면하고 업계에서 인식하는 주요 제한 요인에
대한 확인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현재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분야별 특성 및 해당 특성에 의한 강점과 약점 등을 확인하고,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
-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정책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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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흐름도
자문회의
기초현황 파악

→

업계 현황 점검

→

(이슈식별 및
정합성 검토)

→

이슈 우선순위
도출

→

정책도출

○ 연구는 크게 (i)관련 법조항 재정비와 (ii)분야별 현안확인 및 정책제언으로 이원화
- (i)법조항 재정비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특화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설계
- (ii)분야별 정책제언 설계의 경우, 분야별 관계자 인식 및 정보 확인을 통해 현안을 확인하고, 한계
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그림 1-5] 연구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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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이해
제1절 대내외 혁신환경의 변화
1. 혁신환경 변화
□ 혁신환경의 구조적 변화
○ 혁신의 수요측면 변화와 공급측면의 변화는 기술혁신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유인
- 무형자산의 가치 상승, 디지털 혁신 및 오픈이노베이션에 따른 개방형 혁신재원 조달의 니즈 확대
등은 외부 재원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
- 상품과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면서 서비스의 수출은 증가하는 경향
- 서비스 수출 증가의 주요 동인은 서비스의 디지털화, 인터넷 및 저비용 네트워크 등 기술적 동인으로
인해 국가 간 거래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가능

○ (수요측면) 인구구조* 및 그에 따른 세대별 수요구조 변화**, 글로벌 교역 증가세 둔화***,
환경 규제 강화 등 수요 측면의 변화 요인
* 세계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 26.0%(‘15)→20.5%(’60), 생산가능 인구(15~64세)
65.8%→62.0%, 고령 인구(65세 이상) 8.2%→17.6%7)
** 모바일 기반 제품 수요가 전체 수요자의 1/4, 모바일 결제 증가 (PwC, 2019)
*** 세계 교역 증가율 2002~2007 기준 7.7%→2012~2018 기준 3.5% (PwC, 2019)
- 글로벌 교역 증가세의 둔화는 미-중간 보호무역주의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분업 체제의 약화, 지식 집약화 진전, 서비스업 성장 등의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

<표 2-1>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 증가율 비교
세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증가율

2002~2007

4.8%

7.7%

2012~2018

3.5%

3.5%

자료: 한국은행

-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낮아지면, 수요 창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 줄 것이며, 성장성 둔화는 수요 하락으로 이어져, 혁신을 통해 비용이나
기술적인 우위에 서지 못해 시장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
7)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통계청(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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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구조의 변화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편의성과 개인 맞춤형 소비로
변화 전망
- 소비자의 소비 행동도 변화시켜, 소비자들은 과거에 기업이 제공하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받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로 변모

○ (공급측면)全산업의 디지털화 진전, 기술융합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 M&A를 통한 기술교류
활성화 등 공급 측면의 변화 요인
- 융합을 통한 디지털화의 진전, 디지털 연결성과 기술적 역량의 증가는 새로운 정보와 실제 행동
간의 지연을 감소
- 4차 산업혁명은 공장 자동화에서 시작해, 인공지능, 생산 라인의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이를 통해 산업 내의 가치사슬별로 광범위한 디지털 변환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로보틱스, AR/VR 등은 기존 비즈니스와의 접목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생성

□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상의 변화
○ GVC 진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 무형자산(Intangible Capital)의 확보 및 활용
관련 전략 필요함
* WIPO(2017)에 따르면, 시장에서 구매되어 소비되는 많은 제품들의 부가가치 중 1/3은 기술, 브랜드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서 산출
- GVC에서 단순 제조업보다는 무형 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되면서 실물 부문의 교역
증가가 감소
- 지역 간의 연결성을 변화시키는데, 예를 들어, 현장의 3D 프린터는 가동중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체 부품을 만들어내 시공간을 단축

○ 글로벌 관점에서 산업의 지식 집약화 현상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제품의 조립/가공 보다는
제품의 기획, 디자인, R&D 등의 가치사슬에서 더 많이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 및 기업에게 더 많은 가치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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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신기술이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신기술

사례

교역 효과

로봇산업

선진국내 공장자동화

상품 교역 감소

3D 프린터

소비지역내 다품종 소량 생산

삼품 교역 감소

디지털플랫폼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상품 감소, 서비스 증가

사물인터넷

글로벌 물류 추적 관리

상품 감소, 서비스 증가

E-Commerce

소비자 해외 구매 증가

상품 감소, 서비스 증가

클라우드

해외 클라우드 서버 이용

서비스 증가

5G 네트워크

가상학교, 원격 수술 및 유지보수

서비스 증가

자료 : “Globalization in Transition :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McKinsey, 2019.1

□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
○ 디지털화는 GVC 상 공급망 전개 구조의 변화를 유도
- 전통적인 공급사슬에서, 정보는 선형적으로 이동하고, 각 단계는 그 전 단계에 의존
- 디지털 공급망(Digital Supply Network)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각각의 교점으로부터 네트워크의
모든 다른 지점으로의 상호작용에 대한 잠재력이 존재

○ 지능형디지털혁신 하에 시장의 창출과 성장이 빠르게 전개되는 환경 하에 기업은 빠르고
유연한 몸체의 변화가 요구
- 이를 위해 필요 기술의 내부 조달(in-house)에만 의존해서는 경쟁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려워 외부
지식재산의 유입에 대한 니즈 확대

2. 해외환경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글로벌 IP 업무의 실질적·실무적 협력 도모
○ PATENTSCOPE
- ’08년 시작 당시에는 자료게재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국제특허(PCT) 데이터베이스로 기능
및 역할 발전
- 등록된 PCT 자료 열람 가능, 나라별·지역별 특허 현황 열람 및 분석 가능
* 데이터 콜렉션: ’09년 9개 → ’20년 60개로 확장
- WIPO Translate 기능을 활용, 열람·분석 내용을 13개 언어로 번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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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특허 오피스에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기능을 적용하여 기계로 가독
가능한(machinereadable) 전체보고서 추출 가능
- 12개 오피스에서는 OCR 기능으로 WIPO와 직접 특허데이터 교환

[그림 2-1] PATENTSCOPE 자료 수

[그림 2-2] PATENTSCOPE 단일 사용자 수

(단위: 백만건)

(단위: 명)

자료: WIPO(2020)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to the 2020 WIPO Assemblies–Retrospective 2008-2020.

○ Global Brand Database 및 Global Design Database
- ’11년 리스본·마드리드(상표) 시스템 포함하는 Global Brand Database(GBD) 신설, ’14년 이미지
검색 및 비교 기능 탑재
* 데이터 콜렉션: ’12년 3개 → ’20년 61개로 확장
- ’15년 헤이그(디자인) 시스템 포함하는 Global Design Database(GDD) 신설
* 데이터 콜렉션: ’15년 5개 → ’20년 26개로 확장

[그림 2-3] GBD & GDD 현황
①GBD 보유 자료 수 (백만건)

②GDD 보유 자료 수 (백만건)

③ GBD 사용자 수 (명)

④ GBD 사용자 수 (명)

자료: WIPO(2020)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to the 2020 WIPO Assemblies–Retrospective 20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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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Lex
- 지식재산법 및 다자간·지역 간·양자 간 협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199개 국가
경제협정 정보 보유
* 양자 간 협정 정보: ’09년 60건 → ’20년 564건
* 지역 간 협정 정보: ’09년 20건 → ’20년 58건
* 사용자 수 : ’09년 380,000명 → ’18년 4,367,746명
- ’20년 WIPO Lex Judgments 기능이 추가되어, 회원국의 IP관련 판결 무료 열람 가능

□ ICT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구축
○현재 87개 WIPO IP 사무소에서 활용 중으로, IP 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화 도모
○ 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IPAS) 및 소프트웨어
- ’08년 Strategic Realignment Program 발표 하에 개발도상국 IP 사무소 현대화를 목적으로
무료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 IPAS Office Suite는 IP 사무소 업무 편의 및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특허 온라인 신청,
전자결재시스템(WIPO Scan, EDMS), IP 정보공유시스템(WIPO Publish) 포함
* ’08년 이후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활용 IP 사무소 32개 → 87개 증가

[그림 2-4] IPAS 사용 IP 사무소
(단위: 개)

자료: WIPO(2020)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to the 2020 WIPO Assemblies–Retrospective 2008-2020.

○ Technology and Innovation Support Centers(TISCs)
- 발명자, 연구자, 기업가 등 IP 창출·활용의 주체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특허등록 및 특허분석 등)
* ’09년 80개국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 ’20년 1천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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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기준 센터의 업무 문의 수 : ’19년 1,240,186건
- WIPO Academy는 TISC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진행
* ’09년 이후 13,000명 교육에 참여, ’19년 한 해 2천명이 오프라인 교육 참여

[그림 2-5] TISC 연간 업무 문의 수
(단위: 건)

자료: WIPO(2020)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to the 2020 WIPO Assemblies–Retrospective 2008-2020.

○ 인공지능 기반 어플리케이션
- WIPO Advanced Technology Applications Center(ATAC)는 문자(WIPO Translate),
이미지(트레이드마크, 산업디자인 이미지 분류), 음성(WIPO Speech-to-Text) 분야 중점
* WIPO Translate는 10개 언어(6개 UN언어와 한국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IP관련 용어에 특화되어
있어 상업적 경쟁력 보유
* WIPO Speech-to-Text는 ’19-’20년 WIPO 및 UN 다수 회의에 사용

[그림 2-6] 주간 번역 글자수 ’18-’19년
(단위: 개)

자료: WIPO(2020)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to the 2020 WIPO Assemblies–Retrospective 200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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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의 전개 및 특성
1.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의 전개
가. 혁신 생태계
□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별 생태계
○ 혁신생태계는 혁신활동을 위한 투입과 성과창출, 활용, 그리고 활용을 통한 수익의 창출과
혁신을 위한 자원으로 재투입 등의 순환구조를 가짐(조황희 외, 2014)
* 생태계 개념은 1930년 로이 클라팸(Roy Clapham)이 환경전반의 유기체와 생물들의 연관성에서 출발, 1935년
아서 탠슬리(Arthur George Tansley)는 로이 클라팸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제하여 현재의 생태계 개념을 정립,
1990년 로스차일드(Michael Rothschild)는 생태계 개념을 경제학에 적용, 1996년 무어(James Moore)는
경제공동체에서 비즈니스 생태계로의 진화를 설명8).
- 사전적 의미는 ‘상호의존성’과 ‘완결성’에 의해 하나의 주기(cycle)가 완성되는 것(wikipedia)
-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가치사슬 구조를 가지며, 가치사슬의 단계별 구성과 가치사슬 간의 상호작용
등이 존재해야 하는 구조

○ 따라서 생태계 개념은 각 개체별 기능 뿐 아니라 가치사슬간 공진화, 협력적 경쟁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유용성을 제공(최세경, 2012)
- 이러한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가치사슬 구조를 가지며, 가치사슬의 단계별 구성과 가치사슬 간의
상호작용 등이 존재해야 하는 구조

○ 혁신생태계는 주체, 산업, 행동 등 생태계를 혁신 기반 성장을 견인하는 여러 요인별 생태계의
복합체로 구성될 수 있는 넓은 범위로 해석 가능
* 차두원과 유지연(2013)은 혁신생태계를 창업생태계, 창조산업생태계, 협력적 기업 생태계, 창조형R&D 생태계,
지식생태계, 인터넷/ICT 생태계, 지식재산생태계 등 7개의 축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명시

□ 혁신생태계 구성 요인별 생태계들 간의 유기적 연계
○ 요인별 생태계는 상호 관계성 및 연계성을 형성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형성
- 각 단계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또 다른 혁신 관련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필요

○ (예시) 창업생태계 단계별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계
- 창업생태계 중 예비창업 단계에서도 아이디어 기반 검증,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에 적절한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

8) 최세경(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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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상이하여, 요구되는 지식재산 전략(기능, 주체, 모델,
기대효과 등) 등도 상이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 지식재산의 흐름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기술적 재화에서 경제적
재화로의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환경조성이 중요

○ 어느 한 계층의 증가나 성장이 다른 계층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두 계층 간의 연결고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생태계 내에서 어느 한 계층의 소멸이나 위험은 다른
관련 계층의 생존에 큰 위협

나. 지식재산 생태계
1) 개요
□ 지식재산 생태계
○ 지식재산 생태계의 가치사슬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이 필요
- 지식재산 생산자, 지식재산 중개자, 지식재산 이용자가 각각 창출과정, 중개과정, 이용과정 등에
참여하면서 상호 연계 및 작용
- 무엇보다 생태계 저변에 조성되는 지식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 즉, 인정과 존중 등의
선행이 필요

○ Agarwal(2013)에 따르면, 지식재산 생태계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까지도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의 생태계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적 체계와 지식재산의 가치 중심의 관리(management),
경제적 성과인 부(wealth)의 창출을 실현하는 단계까지 관계되는 모든 활동의 집합체
-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연결성의 강도가 지식재산 생태계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제시

□ 지식재산 생태계 구성 주체
○ 지식재산생태계의 핵심은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 과정에 관련된 각 주체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의 견고한 상호관련성이 중요하게 작용
- 미국은 지식재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주체들이 오랜 시간동안 성장해왔으며, 주체들간
동태적인(능동적) 생태계 체계를 구축(Watson, 2009)

○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창출, 중개, 활용 등의 단계에서 유사 또는 차별화된
구조를 가지며, 이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영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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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창출 관련 주체는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 일반 개발자, 기업, 그리고 R&D에
특화된 연구개발전문기업 등
- 지식재산 활용에 참여하는 주체들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산업계와 전략적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등

[그림 2-7] 지식재산생태계(IP ecosystem)

2) 관점별 생태계 분석
□ 산업 및 기업 관점의 생태계 분석
○ Agarwal(2013)은 지식재산 생태계를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중심을 두고 해석
- 기업의 성장을 위해 R&D를 통한 지식재산의 창출, 기업의 전략과 지식재산의 연계, 지식재산
가치 평가·자금화, 라이센싱, 협력, 다각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등이 필요
- 지식재산 인식 기반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의 통합적 관리 과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

[그림 2-8] 지식재산 인식에 따른 기업 내 지식재산 발전도

자료: Agrw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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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관점의 생태계 분석
○ Chao(2013)는 혁신생태계의 순환에서 지식재산이 중간재로써 어떠한 기능을 갖고
성장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분석
- 중간재로서의 지식재산을 인력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지식재산 통합자(IP aggregator)와 지식재산
촉진자(IP facilitator)로 구분
- Chao(2013)가 제시한 혁신 생태계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발명가, 혁신성과의 이익 확보에
집중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Non-Practicing Equities), 그리고 지식재산의 이전, 소유,
중개, 금융, 거래, 플랫폼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자*로 구분
* IP 중개자는 ①IP aggregators(지재권의 자산적 성격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변리사, IP변호사 등이 활동)와
②IP facilitators(지재권 거래 촉진 그룹으로 중개, 대리, 금융 등 수행) 등 두 개 그룹 구분

○ Townsend, et al.(2012)은 실험실과 시장의 연결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
- 이러한 연결과정에 있어서 연구계, 산업계, 투자자 등 연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중요성을
강조
- 연구단지(research park)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

□ 행위관점의 생태계 분석
○ Shlevin(2010)은 조지아텍 사례를 기준으로 행동 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설계
- 진단(연구 역량, 학제 간 융합, 제휴망 등) → 연구(융합연구, 연구센터 등) → 선택(IP, 벤처랩,
펀드, 지원 등) → 인큐베이션(응용기술개발센터, 융자/펀드/VC, 혁신센터, 기업가 센터 등) →
재가공(브릿지, 연계, 세미나/워크숍, 테스트베드, 성공적 창업 등) → 흡수(성과가 다시 영양분으로
축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제시

3) 지식재산 생태계 구조의 유형별 이해
□ [모델 1] 주체 중심 지식재산 생태계
○ 수행주체 중심 지식재산 생태계는 지식재산의 창출･ 가공･ 활용 구조에서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 이들의 연계를 지원하는 중개자(intermediaries) 등을 중심에 두는 접근
- Chao(2013)에 의하면 중개자는 집합자(aggregator)와 촉매자(facilitator)로 구분하며, 촉매자는
브로커(broker), 에이전트(agent),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
- 주체 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가 원활하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협력적 교류와
이해 등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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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지식재산 생태계 모델 1

○ 중개자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위해 공급 특징과 수요 특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 특히, 촉매자 기능을 하는 브로커, 에이전트, 엑셀러레이터 등은 지식재산의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 업무 및 지식재산의 기술성 강화 등을 위한
재가공 업무까지 수행
- 공급자, 중개자, 수요자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호 중첩성 등으로 인해 이들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
- 국내 중개자는「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00)에 의해 기술거래사 등이 양성되면서
도입되어, 기관 소속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전문성 또는 효율성 등은 한계
- 특히 개별중개자의 경우 중개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 및 노하우 등을 축적할 수 있는
기술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한계가 심화되는 악순환
* Watson(2009)은 ‘IP창출자 ↔ IP 지원자 ↔ IP활용자’ 관점의 지식재산생태계를 도식화하고,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주체들(엔지니어링, 법률･회계, 정보분석가, 투자가, 컨설팅업자, 거래 중개인 등)이 창출자와
활용자를 중재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통해 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하고, 유지

[그림 2-10] Watson(2009) 주체 관점의 지식재산 생태계

자료: Wats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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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2] 행위 중심 지식재산 생태계
○ 행위 관점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가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단계로 연결되면, 이용에 따른
성과가 또 다른 지식재산 창출 재원으로 투입 될 수 있는 구조
- R&D를 통해 새로운 또는 진보한 지식재산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가공되는 단계로 진입(예, 실험실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과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R&D 등이 가공단계)
- 가공단계는 실험실과 기업을 매칭해서, 간격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지식재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음
- 매칭이나 산학연협력 모델 모두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 창출과 이용단계에 있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결국은 협력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
- 창출-가공, 가공-이용, 창출-이용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큰 성과(파이, )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형성
- 즉 창출단계에서 가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용단계에서는 이용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가공
기능 수행이 가능한 경우(산학협력모델)

[그림 2-11] 지식재산 생태계 모델 2

○ 가공단계는 창출단계와 이용단계 각각의 지식재산 이해와 니즈가 연계 간격을 좁혀주는
단계
- 창출단계에서의 지식재산 이해는 이용단계의 니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이용단계의
지식재산 니즈는 창출단계로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통로 구축이 필요
- 창출단계와 이용단계를 연결하는 통로구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데, 가공단계의
필요성, 비용에 대한 분담, 성과의 귀속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
- 이처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성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가공단계를 수행하는
유무형의 허브구축과 관련 인센티브 모델 설계의 병행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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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3] 수단 중심 지식재산 생태계
○ 수단은 지식재산의 기본자원, 즉 아이템, 기술, 문화 등의 전략적 관리 방안을 위해, 이들에
대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권리(Right)’ 로서 재산권으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 권리 부여 또는 확보에 따른 상업적 활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사용료 지불을 필요로 하며,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을 이전 또는 사업화한다는 것은 권리자와 권리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사용료,
즉 로열티(royalty) 계약에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
- 권리 확보를 통한 생태계 순환은 최종적으로 경제적 가치 확보로 귀결되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또 다른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갖는 것
- 또 다른 접근 방안은 ‘공유(Commons)’ 자산으로의 지식재산을 설정하고, 창출 지식을 오픈소스,
공개 등의 수단을 통해 공유자원화 하는 것
- 이를 위해 자원 공유 거점(Platform) 구축이 중요하며, 이는 공유자와 공유된 지식재산의 활용자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접근의 편의(bias)도 없는 공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
- 공유된 지식재산은 지적가치(intellectual value)를 창출하게 되며, 이렇게 창출된 지식, 정보 등의
지적가치는 새로운 지식재산 생성을 위한 또 다른 지식 자원으로 투입되어 순환

[그림 2-12] 지식재산 생태계 모델 3

□ [모델4] 공간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
○ 공간중심의 지식재산생태계 모델은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진화해가는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
- 특히 이 경우는 지식재산 중에서도 주로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중심의 모델
- 우선 실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 지식재산이 생성되는 장소를 통합적으로 창작소로 명시
- 창작소에서 생성된 지식재산은 보육소(엔지니어링센터, 인큐베이터 등)로 진입하며, 보육소는
시장진입을 위한 적정 지식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 창업의 경우 보육소에서 지식재산이 창업시드(seed)로 재가공되기 위한 추가R&D, 시제품 제작
및 검증 등의 단계 수행을 진행
-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기술적 보육소 기능보다는 행정적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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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지식재산 생태계 모델 4

다. 지식재산 생태계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 지식재산 생태계의 중심축 기능: 지식재산서비스
○ 앞서 제시된 4가지 유형의 지식재산 생태계는 모델별 차별성을 갖지만 동시에 계층 간 연계를
위한 브릿지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통점 보유
- 즉, 생태계의 유기적 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브릿지의 구축과 이들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필요하며, 브릿지는 창출된 지식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통로 기능 수행
- 브릿지에 대한 인식, 재원의 효율적 운영,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지식재산
생태계 모델의 유기적 순환을 위해 브릿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원이 필요
- 이러한 브릿지 구간, 기능, 주체 등과 관련되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으로의 연결 가능하며, 전문화된
지식재산서비스 역할이 필요

[그림 2-14] 지식재산생태계의 브릿지(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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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생태계의 연결고리 기능: 지식재산서비스
○ 지식재산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진화별 단계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
- 지식재산이 갖는 정보성, 권리성, 가치성 등의 속성을 최적화하는 관점의 접근이며, 이러한 속성들이
생태계 특정 구간에서만 매칭되는 것은 아니며, 생태계 전반에서 작동
- 다만 [그림 2-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획에 앞서 ‘정보성’ 속성을 최적화해야 하며,
창출이후에는 ‘권리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활용을 위해서는 ‘가치성’이 우선되어야 함

○ 지식재산이 갖는 ‘정보적 속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 기존 선행기술 및 관련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최근의 동향 등 양질의 정보를 통해 R&D 기획,
타겟 IP설정 등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등 적정 IP창출 전략 수립을 지원
- 또한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 심화 등을 유인

○ 지식재산이 갖는 ‘권리적 속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 창출된 지식이 갖는 신규성, 진보성, 이용성 등의 속성을 확인하고, 지식의 우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 등록의 절차 진행을 지원
- 또한 자산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불공정 활용되는 것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대응을 지원

○ 지식재산이 갖는 ‘가치적 속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 창출되고 보육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본화하고, 거래 대상 매칭을 통해 이전 수익을 확보하는
등의 가치 창출 지원
- 활용을 위해 지식재산 자체의 적정 (가치)평가를 통해 거래 및 금융의 기준값 설정 지원

[그림 2-15] 지식재산생태계를 완성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지식재산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조사업, 법률대리･번역업,
컨설팅･관리업, 평가･거래업, 대출･투자업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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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변리사, 번역가, 정보조사자, 컨설팅업체, 기술거래사, 은행․투자자 등이
지식재산서비스업 분야별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로 분류

[그림 2-16] 지식재산생태계와 서비스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2020.2.12.)

2.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특징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유형
○ 지식재산서비스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혁신생태계 내 흐름의 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자, 활용자 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 지식재산의 자산적 권리를 갖는 권리성 중심, 지식재산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성 중심, 지식재산이
갖는 정보성 중심 등 각 속성별 필요로 하는 전문화, 특화된 서비스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속성
○ 권리성의 경우 법률 대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주로 관여하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적정
수준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자산적 성격을 확보
- 대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기술의 특성 및 전후방 파급효과를 이해하고, 출원 명세서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권리의 적정 보호 범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적정 수가 수준에 대한 갈등, 참여 주체간 대립, 발명자(기관)의 출원 명세서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수행업체들이 영세

○ 가치성의 경우 중개, 투자 관련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주로 관여하며, 거래를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부여함으로서 경제적 가치재 성격을 확보
- 거래를 위한 탐색, 매칭, 평가 등의 진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민간 뿐 아니라 공공 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이전전담조직 등 공공과 민간이 작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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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지식재산이 갖는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도전적
투자를 수행하는 것 보다 공공자본을 활용하는 보수적 자본거래를 수행하는 경향

○ 정보성의 경우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관여하며, 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R&D 및 지식재산 관점의 정보력을 확보
- 분야의 구성이 조사분석에서 번역, 교육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고 다양한데 비해, 관련 시장 규모는
작아서 참여 기업들이 영세하고, 특정 선도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구조
- 특히 공유 정보(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공공 인프라의 필요성, 적합성 등은 공공의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현재는 공공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가 높고, 해당 우수인력의 확보도 높은 구조

<표 2-3>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유형
속성

권리성

분야

법률 대리업

가치성
가치평가, 금융업
중개･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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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데이터 관리, 정보분석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의 현황9)
1.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및 업종 현황
가.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기업유형은 ① 공공기관, ② IP서비스전문기업, ③ 특허사무소, ④ IP금융기관으로
구분

○ 시장규모는 1조 6,923억원으로 관련 기업수는 860개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9.68억임으로 추정(‘17년 기준)
- 2014년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IP 법률대리서비스 중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 매출을 제외하면 2017년 9,914억원임

<표 2-4>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별 매출 추이(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 매출 제외)
2017

구분

모집단
합계

공공기관

매출액

모집단

464,512
40

평균

IP서비스
전문기업

2013

121,147
534
227

34,681
6

12,529

31,095
2

5,780

991,417
860

평균

220,656

75,172

합계
전체

1,618

428

6
평균

160,175
99

516
258

합계
IP금융기관

12,263

1,080

145,421

평균

98,111

233,256
216

563

15,547

635,905
746

1,153

매출액

8
18,413

1,220

합계
특허사무소

모집단

147,312

306,311
251

평균

매출액

8
11,613

합계

2011

410,527
643

852

638

○ 기업유형별 2017년 매출액은 IP금융기관(12,529백만원), 공공기관(11,613백만원),
IP서비스전문기업(1,220백만원), 특허사무소(1,220백만원) 순임
- IP 금융기관의 지식재산서비스 매출비중은 0.5%
9) 특허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8.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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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별 매출 유형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비율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이외

구분
산업재산권 관련

저작권 관련

매출

전체

76.1%

4.4%

19.4%

공공기관

21.6%

4.0%

74.1%

IP서비스 전문기업

64.4%

5.7%

29.9%

특허사무소

86.0%

3.9%

10.0%

IP금융기관

0.3%

0.2%

99.5%

○ IP서비스 전문기업의 매출액 집중도의 경우, 상위 5개 기업의 매출액 합은 약 504억원으로
58.2%에 달함
<표 2-6>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매출액 집중도
비중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구분

총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대비
비율(%)

개수

비율

매출액(백만원)

상위 5개 기업

5

7.0%

50,434

58.2

기타 66개 기업

66

93.0%

36,212

41.8

합계

71

100%

86,646

100

- 상위 5개 기업의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은 100억 8,680만원이며, 전체평균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 12억 2,040만원보다 8.6배에 달함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총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 1조 6,923억원중에서 해외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은 13.7%
- 국내 매출을 보면 중소기업(37.5%), 정부(10.4%), 대기업(9.4%)이며 최근 정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
- 금융기관과 특허사무소의 경우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41.3%, 91.7%이며,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경우 정부매출 비중이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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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유형별 사업 발주처
발주처

공공부문
해외

기관유형
공공기관

민간 부문

공공연구

정부

대학

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사무소,

개인

전문기업

3.6%

50.5%

10.5%

7.5%

2.3%

25.6%

0

0

6.1%

21.1%

10.9%

5.4%

7.3%

27.8%

19.2%

2.4%

특허사무소

18.0%

3.8%

4.5%

5.1%

10.6%

41.3%

3.8%

12.9%

IP금융기관

0

7.5%

0

0.8%

0

91.7%

0

0

합계

13.7%

10.4%

6.4%

5.3%

9.4%

37.5%

7.8%

9.5%

IP서비스
전문기업

나. 지식재산서비스 업종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은 지식재산 법률대리, 정보조사 및 분석, 거래, 평가, 번역, 컨설팅, 교육, 시스템 개발,
금융 및 보험, 출판 등의 서비스

○ 지식재산서비스 매출액(1조 6,923억원)중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 분야의
매출액 비중은 41.0%로 가장 높음
○ IP컨설팅․교육 및 홍보,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IP 정보조사 자료처리․DB구축 및
정보서비스 분야의 매출 비중이 높음
<표 2-8> 지식재산서비스 업종별 매출액
업종

매출액

비중

지식재산

①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694,645

41.0

법률대리업

② 지식재산유지관리업

79,746

4.7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③ 지식재산평가업

92,347

5.5

④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197,693

11.7

지식재산유통업

⑤ 지식재산유통업(저작물 중심)

19,408

1.1

⑥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88,463

5.2

130,695

7.7

23,516

1.4

⑨ 지식재산 컨설팅, 교육 및 홍보업

249,677

14.8

⑩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

⑦ 지식재산 정보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⑧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9,763

4.1

지식재산 창출

⑪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저작물 중심)

397

0.02

지원 및 출판,

⑫ 창출 지원업(저작물 중심)

45,947

2.7

시설 운영업

⑬ 제공시설 운영업(저작물 중심)

0

0

1,692,297

99.92

합계

주: 각 기업이 응답한 사업별 매출액 비중을 바탕으로 모수를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 서비
스를 제외한 지식재산서비스 매출액 합산 값이 추정 값과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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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13개 지식재산서비스 세부 업종 중에서 5개 이상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9.7%이며,
1개 사업유형에서만 매출이 있는 기업은 28.2%

<표 2-9> 매출실적이 있는 업종의 개수
기업 세부업종
(매출기준)
비중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9.7%

9.7%

30.5%

22.0%

28.2%

○ IP서비스전문기업은 IP컨설팅․교육 및 홍보(42.3%), IP 정보조사 자료처리․DB구축 및
정보서비스 업무(42.3%)
- 특허사무소는 IP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100%)를 제외하면 IP 유리관리 업무가 70.4%
- 공공기관은 IP 이전․거래/임대(51.7%), IP컨설팅․교육 및 홍보(41.4%) 순임

다.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인력현황
□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규모
○ 전체 인력규모 19,498명으로 기업당 평균 22.7명으로 추정(‘17년 기준)
- 전체 인력 규모를 기업유형으로 보면 특허사무소(12,584명), IP서비스 전문기업(4,652명),
공공기관(1,363명), IP금융기관(890명) 순임

<표 2-10>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전체 인력
2017
구분
모집단수
공공기관

합계
40
평균
IP서비스
전문기업

합계

전체

모집단수

1,363
8
4,652

평균

평균

평균
합계
평균

8

22.4

2,970
30.0

20.4

10,413
534

1,449
6

148.3
19,489
22.7

746

1,050

99
10,515

516

종사자수

131.3

15.4

890

860

1,155

모집단수

3,327

12,584

6

종사자수

216
18.5

563

2011

144.4

251

합계
IP금융기관

종사자수

34.1

합계
특허사무소

2013

241.5
16,446
22.0

19.5
568
2

643

284
15,001
23.3

주: IP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총 종사자가 아닌 지식재산 전문인력수로 산정하였으며,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총 종사자는
프리랜서를 제외한 인력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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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규모
○ 전문인력 규모는 14,124명으로 기업당 평균 16.4명으로 이며,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경우
17,562명으로 추정(‘17년기준)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행정 및 사무인력은 제외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특허사무소(12,584명), IP서비스 전문기업(4,652명), 공공기관(1,363명),
IP금융기관(890명) 순임(프리랜서 제외)
<표 2-11>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전체 전문인력
2017

구분

모집단

IP서비스

합계
평균
합계

전문기업

평균

공공기관

특허사무소
IP금융기관
전체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40
251
563
6
860

2013
전문인력
1,363
34.1
3,928
15.6
7,943
14.1
890
148.3
14,124
16.4

모집단
8
216
516
6
746

2011
전문인력
925
115.6
2,957
13.7
6,182
12.0
1,449
241.5
11,513
15.4

모집단
8
99
534
2
643

전문인력
769
96.1
1,520
15.4
6,308
11.8
568
284
9,165
14.3

□ 지식재산 전문인력(프리랜서 제외) 업무에 따라 분류
○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7,194명, 50.9%), 지식재산 정보 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1,222명, 8.6%), 지식재산 컨설팅, 교육 및 홍보(1,145명,
8.1%)
○ 기관 유형별로 보면 IP서비스 전문기업은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 인력(26.3%), 지식재산
정보 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 인력(21.1%)
- 특허사무소는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 인력(86.5), 공공기관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 인력(38.1%)
- IP 금융기관은 지식재산 금융/보험 인력(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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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별 비율(N=14,124명)
IP서비스전문기업

특허
사무소

공공기관

IP금융기관

합계

①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

5.4

86.5

8.6

0

50.9

② 지식재산유지관리

5.2

4.6

2.2

0

4.3

③ 지식재산평가

7.8

1.1

6.4

3.5

3.6

④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

7.4

0.4

38.1

0.8

6.0

⑤ 지식재산유통(저작물 중심)

0.3

0.7

1.0

0

0.6

⑥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

26.3

0.9

0

0

7.8

21.1

4.0

4.4

1.7

8.6

4.2

0.3

1.0

0

1.4

⑨ 지식재산 컨설팅, 교육 및 홍보

19.1

1.1

22.4

0

8.1

⑩ 지식재산 금융/보험

1.6

0

0

94.0

6.4

0

0

0

0

0

⑫ 창출 지원(저작물 중심)

1.3

0.4

15.7

0

2.1

⑬ 제공시설 운영(저작물 중심)

0.4

0.1

0

0

0.1

전문인력 업무

⑦ 지식재산 정보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
⑧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⑪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저작물 중심)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14,124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프리랜서 제외)을
학력별로 구분 학사이하(9,976명, 70.6%), 석사(3,169명, 22.4), 박사(979명, 6.9%)
○ 전공별로 구분하면 이공계 전공자(10,577명, 74.9%), 기타(1,493명, 10.6%), 법학(1,118명,
7.9%) 순임
- 공공기관과 특허사무소의 경우 이공학 전공자 비율이 77.6%, 79.7%

2. 시장현황에 대한 인식10)
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 기업 경영활동
○ 지식재서비스 기업의 경영활동 조사척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의 2.11로서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조사
- IP 금융기관(2.02), IP서비스 전문기업(2.07), 특허사무소(2.12), 공공기관(2.12) 순으로
기업경영활동 위축
10)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2018), 특허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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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익성 및 자금사정(2.21), 인력/종사자(2.19), 신규 수주 규모(2.18), 매출 규모(2.16)에
대한 경영활동 상황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다만, 임직원 평균임금 및 이직활동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

<표 2-13>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2017년 대비 2018년)
기업의 경영활동

IP서비스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IP금융기관

합계

① 인력/종사자

2.31

2.12

2.45

2.17

2.19

② 집기, 시설, 장비 등

2.10

1.99

2.21

2.00

2.03

③ 신규 수주 규모

2.08

2.23

2.07

2.00

2.18

④ 매출 규모

2.07

2.20

2.17

2.00

2.16

⑤ 수요처/거래처

1.97

2.19

2.07

2.00

2.12

⑥ 서비스 평균 단가

2.11

2.17

2.14

2.00

2.15

⑦ 수익성

2.21

2.21

2.17

2.00

2.21

⑧ 자금사정

2.17

2.24

2.14

2.00

2.21

⑨ 임직원 평균 임금

1.76

1.90

1.86

2.00

1.86

⑩ 이직 활동

1.97

1.94

1.97

2.00

1.95

⑪ 정부사업 수행 비중

2.07

2.14

2.03

2.00

2.11

2.07

2.12

2.12

2.02

2.11

평균

주: 3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1은 과잉․확대․상승․호전․증가, 2는 비숫․보합 3은 감소․악화․하락․부족을 의미함

○ 2018년 이후 기업의 경영활동 전망은 조사척도에 따르면 2.10로서 전반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조사
<표 2-14> 경영활동 전망에 대한 인식(2018년 이후)
기업의 경영활동

IP서비스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IP금융기관

합계

① 인력/종사자

2.30

2.16

2.55

2.17

2.22

② 집기, 시설, 장비 등

2.14

2.04

2.24

2.00

2.08

③ 신규 수주 규모

2.04

2.20

2.03

2.00

2.15

④ 매출 규모

1.99

2.15

2.10

2.00

2.10

⑤ 수요처/거래처

1.93

2.14

1.97

2.00

2.07

⑥ 서비스 평균 단가

2.08

2.19

2.10

2.00

2.16

⑦ 수익성

2.15

2.23

2.17

2.00

2.21

⑧ 자금사정

2.14

2.18

2.17

2.00

2.17

⑨ 임직원 평균 임금

1.80

1.86

1.90

2.00

1.84

⑩ 이직 활동

2.04

1.99

2.00

2.00

2.00

⑪ 정부사업 수행 비중

2.11

2.11

2.00

2.00

2.11

평균

2.07

2.11

2.11

2.02

2.10

주: 3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1은 과잉․확대․상승․호전․증가, 2는 비숫․보합 3은 감소․악화․하락․부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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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 2017년 대비 2018년의 지식재서비스 시장 현황은 조사척도에 따르면 2.04로서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조사
○ 공공기관(1.90), IP 금융기관(1.83), IP서비스 전문기업(1.72),특허사무소(1.66) 순으로
경쟁기업수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
○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IP서비스전문기업과 특허사무소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공기관과 IP금융기관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어 상반된 입장 확인
○ 서비스 평균 단가에 대해서는 특허사무소(2.29), IP서비스전문기업(2.23), 공공기관(2.10)
순으로 낮아졌다고 조사
<표 2-15> 지식재산 시장에 대한 인식(2017년 대비 2018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IP서비스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IP금융기관

합계

① 경쟁기업수

1.72

1.66

1.90

1.83

1.69

② 시장 규모

2.11

2.21

1.97

2.00

2.17

③ IP 서비스 인력/종사자

2.23

2.08

2.41

2.17

2.14

④ 서비스 평균 단가

2.23

2.29

2.10

2.00

2.26

⑤ 이직 활동

1.92

1.95

1.93

2.00

1.94

⑥ 정부사업 수행 비중

2.03

2.08

2.00

2.00

2.06

2.04

2.05

2.05

2.00

2.04

평균

주: 3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1은 과잉․확대․상승․호전․증가, 2는 비숫․보합 3은 감소․악화․하락․부족을 의미함

○ 2018년 이후 기업의 지식재산 시장 전망은 조사척도에 따르면 2.02로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사
- 공공기관(1.83), IP서비스 전문기업(1.69), IP 금융기관(1.67), 특허사무소(1.66) 순으로
경쟁기업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 시장규모, 서비스 평균단가, 정부사업 수행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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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지식재산 시장에 대한 인식(2017년 대비 2018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IP서비스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IP금융기관

합계

① 경쟁기업수

1.69

1.66

1.83

1.67

1.68

② 시장 규모

2.01

2.19

1.97

1.67

2.12

③ IP 서비스 인력/종사자

2.10

2.08

2.41

2.00

2.10

④ 서비스 평균 단가

2.25

2.28

2.10

2.17

2.26

⑤ 이직 활동

1.94

1.96

1.93

1.83

1.95

⑥ 정부사업 수행 비중

2.06

2.01

2.03

1.83

2.03

2.01

2.03

2.05

1.86

2.02

평균

○ 매우 한정적인 국내 지식재산 시장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기업(기관) 비율은 27.3%
- IP 서비스 전문기업 경우, 해외 진출이 매출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7%로
높았지만, 특허사무소의 경우에는 18.5%로 낮음
- IP 서비스 전문기업은 해외에 공급할 서비스/제품의 부족을 제약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43.7%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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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외사례
1. 미국
가.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전개
□ 지식재산 범위
○ 지식재산을 크게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기업비밀(trade
secret) 4가지로 분류
* 특허가 산업적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특허서비스업이 기타 지식재산서비스업에 유사하게
적용

□ 성장의 역사
○ 미국 경제 및 산업은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대표되며, 시장실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을 통한 정부 관여는 지양하며, 이러한 기조는 IP서비스업에도 상당부분 적용
○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은 발명자와 특허실무자*가
출원한 출원서에 대한 심사, 승인, 반려 등의 역할 수행
* patent practitioner, 미국에서는 특허중개사인 patent agent와 특허변호사인 patent attorney를 포함하여
특허실무자로 지칭
- 출원된 특허가 특허상표청을 통해 공개되고, 승인된 특허가 특허상표청을 통해 등록되는 과정에서
특허상표청은 특허정보에 대한 최고의 접근성 확보 및 제공

○ 특허상표청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와 특허정보의 부가가치성으로 인해, 특허정보가
민간 기업에 의해 서비스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찍부터 형성
-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가 고객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특허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장

○ 특허정보의 부가가치성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
- 문서(종이) 기반의 특허문헌 시절에는 방대한 양의 특허문헌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검색하느냐가 관건
- 특히 화학/제약업 분야는 경쟁업체들이 어떠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지가 기술개발에 있어
중요한 정보

○ 1951년에 기업가 Monty Hyams는 더웬트(Derwent)를 설립하여 특허문헌의 초록을
작성하고 특허의 출원/공개/등록일자 등의 정보를 기업들에 판매(Gardn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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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에는 deep indexing이라는 특허문헌 색인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약리학분야의
Farmdoc, 농업분야의 Agdoc, 플라스틱분야의 Plasdoc 등이 대표 사례들
- 이것은 1970년에 개발된 화학특허색인표(Chemical Patents Index, CPI)의 토대가 됨
- 더웬트의 사업성(특허의 부가가치성) 입증에 따라 Dialog(미국), Questel/Orbit(프랑스), FIZ
Karlsruhe(독일), NGB(일본)와 같은 후발주자들도 특허정보시장에 진입
- 민간업체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 국가의
특허정보가 새롭게 추가되고 검색 가능한 특허문헌이 급속하게 증가

○ 특허출원수의 급격한 증가로 문서(종이) 기반의 색인표가 점차 비효율적이게 되었고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CD-ROM 기반의 특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Kallas, 2000)
○ 특허상표청도 문서(종이) 기반의 특허출원 및 등록관리,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개선 사항이었기 때문에 CD-ROM 기록보관(archives)은 매력적으로 인식
○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BACON, MIMOSA, pdf-files가 CD-ROM
기반 특허 파일포맷 사례들이며, 이후 특허정보서비스플랫폼 ESP@CENET으로 이어짐
○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허상표청을 방문하여 캐비넷에 보관되어있는 특허문헌을
직접 확인하고 색인화하는 작업이 불필요
- 특허정보가 담긴 CD-ROM을 구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특허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
- 한편, 특허상표청이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특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

○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온라인 기반의 국내외 특허정보 검색이 가능
- 현재는 문서(종이) 기반 및 CD-ROM 기반의 특허정보 관리가 아닌, 대용량 서버, 클라우딩 서비스
등의 디지털 기반의 특허정보 관리 가능

○ 특허정보의 접근성의 확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킴
- 특허상표청의 독점적 지위와 특허정보의 온라인 검색은 민간부문의 특허정보 서비스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
- 특허상표청이 특허데이터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보로 가공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는
민간부문의 특허정보 부가가치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제로 작동 가능

○ 또한 경쟁부재로 인한 특허정보 관련 혁신을 저해하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으며,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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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및 정책
□ 공공의 역할
○ 특허상표청이 미국을 대표하여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지만, 독점적
권한이 특허정보에까지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음
- 민간부문은 특허데이터에서 부가가치성을 발견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공공부문(특허상표청)으로 하여금 특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을 가능하게 함
- 특허상표청의 입장에서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대기업은 민간 부문과 연결로 정보
취득하더라도, 빈약한 자원을 가진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은 정보 재원 미흡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역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일정 정도 정치적인 사안이면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짐

○ 이러한 정치적 속성으로 인해 특허상표청과 협상을 하거나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여
특허정보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설립의 필요 인식함
- 유럽의 PATCOM group이나 일본의 Patent Information Online Service Council of Japan과
같은 정치적 기구가 미국에도 존재하는데, 이 단체가 바로 U.S. Coalition for Patent and
Trademark Information Dissemination(Ebersole, 2003)
- 이 단체의 역할은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출원 및 등록과 같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하면서
특허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 이 외에도 특허정보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조직으로서 유럽의 CEPIUG
(Confederacy of European Patent Information User Groups), 미국의 PIUG(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 특히, PIUG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특허정보와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Davis, 2009; Wolff, 2010)

□ 공공과 민간의 의견 개진 원칙
○ 특허상표청과의 민간부문에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들이 존재
- 첫째, 미국이라는 자유경쟁시장에서 건전한 경쟁(healthy competition)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Gardner, 1995)
- 민간 특허정보업체들간의 경쟁은 기술혁신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 36 -

특허상표청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 특허상표청은 민간의 혁신적인 특허정보 검색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하거나 구매하여
특허심사관들의 특허검색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둘째는 이러한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fair competition)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허상표청은 특허 출원/등록뿐만 아니라 특허정보에 있어서도 우월적 지위를 보유
- 특허데이터를 적시에 적절한 가격으로 민간부문에 제공함으로써 특허정보 민간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민간부문 내에서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성장하여 특허정보시장이 독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정책의 진화
○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이외에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에 있어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
- 첫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으로,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도전하고 국가전체의 기술경쟁력에 기여(Schoch-Grubler, 1995)
-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특히 초소형기업과 스타트업은 특허정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
- 따라서 특허상표청 단독 또는 민간업체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특허정보 기반의 혁신전략 수립 지원의 중요성 인식

○ 산업 전반에 관한 특허 통계를 제공하며(Schoch-Grubler, 1995), 특허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예측이 포함
- 일반적으로 특허 통계 작성 및 기술예측조사 등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업체들이 수행하기에는 무리한 측면
- 따라서, 공공 파트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

○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 및 전반적인 특허통계/분석 수행 등은 공공의 개입을
통해 효율성 제고 가능
- 이외의 분야에 대해 공공에 의한 정보 제공은 특허정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특허정보
시장의 경쟁력 약화 가능하다고 인식

□ 특허정보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을 위해 특허상표청은 public search facility, inventors
assistance center, trademark assistance center, patent electronic business center,
- 37 -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등을 운영(USPTO Support Centers)
- 특히, 특허상표자원센터(Patent and Trademark Resource Centers, PTRCs)는 미국 전역에
분포하며, 특허상표심사관 전용 특허상표검색서비스 PubEAST와 PubWEST에 접근 허용
- 지식재산 전반 및 특허상표검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

[그림 2-17] 특허상표자원센터의 위치

출처: 미국특허상표청(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support-centers/patent-and-trademark
-resource-centers-ptrc/ptrc-locations)

○ 특허통계 작성에 있어서, 특허상표청의 특허기술모니터링팀(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 PTMT)는 주기적으로 특허통계 및 보고서를 발간
- 이 팀은 지역, 출원인, 발명자, 기술, 산업분야 등에 따른 특허통계를 제공
- 또한, 특허상표청은 Open Data Portal을 통하여 특허상표데이터셋 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한
APIs도 제공하며, 특허상표청은 시각화된 특허정보도 제공하는데, PatentsView가 대표적인 사례
- PatentsView는 다양한 차트/그래프를 활용하여 특허가 얼마나, 어디서 출원되고 등록되며
발명인/출원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시각정보를 제공

○ 민간부문에서는 특허정보 관련 산업의 비즈니스가 특허 데이터베이스 생산자(database
producers)에서 호스트(hosts)로, 그리고 현재는 특허정보 분석(analytics)로 진화
- 더웬트는 인수합병을 통한 이러한 진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더웬트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생산자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지만 Thomson Reuters를 거쳐 Clarivate로 인수 합병되면서
특허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석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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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기술 제공업체인 SequenceBase와 지식재산 전문가를
위한 판례 분석업체인 Darts-ip를 인수 합병, 2020년에는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인 CustomersFirst Now와 CPA Global을 인수합병 추진
- 현재 Clarivate라는 이름 아래 Derwent, Derwent World Patents Index, Web of Science,
Cortelli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특허분석
○ 특허데이터의 가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분석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
* 특허분석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6억7천만 달러에 달하고 성장률은 매년 12.4% 정도일 것으로
예상(GlobeNewswire, 2020)
-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특허분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봄
- 이에 따라 더웬트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 데이터베이스 생산자 및 호스트도 기존의 특허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분석기능을 추가가능
- 일례로 minesoft의 PatBase의 분석서비스(PatBase Analytics) 등

○ 특허정보 제공자로서 부상하여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Google Patents와 Google
Patents Public Datasets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민간 특허정보업체 관점에서는 특허상표청보다도 Google의 특허데이터 제공이 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 대기업 고객의 경우, 특허정보의 질과 보안의 측면에서 고비용 Clarivate와 PatBase와 같은 민간
특허정보업체 활용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특허데이터 자체는 부가가치성을 거의 상실한 반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서비스는 부가가치성을 지속적으로 키울 것으로 예상

2. 유럽
가. 일반개요
□ 유럽연합(EU) 디지털단일시장과 지식재산권 통합 현황
○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5억 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공동체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IPR 제도를 통일화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단일 IPR 법 실행
- 지식재산권(IPR)분야에서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를 통한 경쟁과 경제성장,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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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공동체상표(CTM; Community Trade Mark)제도와
공동체디자인(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제도 도입해 상표분야 제도 통합
- 1994년 공동체 상표규정(Community Trade Regulation)을 제정해 EU 공동체 상표제도 운영 실행

○ 특허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특허제도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1978년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이 설립
-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른 EPO는 출원 및 심사단계를 통합했지만,
특허등록과 특허분쟁에서는 개별회원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제도통합 미완성

○ 이후, 2009년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출발한 유로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전격적으로 EU 단일특허제도 법안을 통과시킴
-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단일효력을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의 약칭이며, 모든 EU 회원국에서 단일한 효과를 발휘
- 즉, 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 특허권의 유무효, 특허권의 보호범위, 침해여부 판단 및 분쟁 등에
관해 유럽연합 전체 국가에 대해 특허권을 통합적으로 행사

○ 한편, EU는 2015년 (4월21일) EU 집행위, EU의회, EU이사회 논의를 통해 상표법 개혁안에
합의함
- 상표제도의 효율성(상표 출원기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절차 및 비용 등)을 높였으며, 유럽상표청
(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을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변경
- EU전역에 상표권의 효력을 가진 공동체 상표의 명칭을 유럽연합상표(EUTM; European Union
Trade Mark)로 변경

○ 저작권 분야는 EU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분야 중 하나로, EU는 2015년
(5월6일) 디지털 단일시장(DSM; Digital Single Market)에 대한 내용을 발표
- 디지털 기술은 국경이 없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지침의 현대화 작업을 DSM 전략의 16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채택하여 추진

○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은 2016년 9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 된
후, 2019년2월13일 EU집행위원회, EU의회, EU이사회에서 DSM저작권지침(안) (전체 5장
32개 조)으로 합의
- 이후 2019년 3월26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지침이 성립된 후, 4월15일 EU이사회 정식승인을
받게 됨
- DSM 저작권지침은 2019년 5월1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어, 2019년 6월7일부터 발효
- EU 회원국들은 그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년 6월7일까지 국내법 제정․이행 필요

○ DSM 제15조 언론 간행물 발행자를 위한 온라인 이용에 관한 권리(저자인접권)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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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업로드 한 위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조항으로 명시
-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리 책임 범위를 명시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유럽경제 기여 현황
○ 유럽특허청(EPO)&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2019)11)에 따르면, 특허, 저작권, 상표 및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IPR 집약(IP-intensive) 산업’은 유럽12)
연간 GDP의 45%(6조6천억 유로) 창출, 6,300만개의 일자리 (전체 일자리의 29%) 차지
* 지식재산 산업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의 고용인력은 2,100만명 이상 수준
- IPR 집약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주급 801유로)은 다른 산업의 경우(주급 544유로)에 비해 평균
47%가 더 많으며, 특히 특허집약적 산업의 경우(주급 934유로) 72%까지 높은 수준

○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과 EU의 디지털 전환 기술 분야의 IPR 집약산업의 경우, 2014-16년
총 EU 고용의 1.9%, GDP의 3.9%를 차지
- 임금측면에서도 IPR 집약적이지 않은 산업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모든 IPR 집약적 산업의 임금보다
39% 더 높은 수준

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
□ IPR 집약산업 및 IPR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 EU의 IPR 대표 공공기관인 유럽특허청(EPO)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의
정보성 (IPR정보, 선행기술정보, 교육, Help Desk 등) 부분 서비스 제공·확장 강화 역할에
집중
- 반면, 지식재산의 가치성 (금융, 거래 서비스) 및 권리성 (지식재산권 취득 및 유지, 분쟁소송 서비스)
부분은 민간·산업계 중심

○ 정보서비스의 경우, 유럽특허청13)은 유럽 내 38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특허검색, 특허신청,
특허번역, 법률 및 실무 정보 지원, 아시아14) 특허정보, 특허정보센터 운영, 특허교육 및
이벤트 제공 등 지식재산권 중 특허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
- 특허검색: 기술적, 법률적, 사업적 정보 검색, 데이터 검색 및 특허데이터 DB 연결을 위한 오픈
11) EPO-EUIPO joint repor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the 3rd edition, September 2019. 2013년부터 매3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으며, 2019년도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
지의 지적재산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임.
12) 유럽연합(EU)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연구조사에 포함된 유럽국가.
13) 유럽특허청(EPO)은 1973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 유럽 38개국 (EU 28개국 회원국 포함) 회원국, 6,600여명의 직원 (4,200여명의 특허
심사관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14) 중국, 타이완, 걸프협력위원회,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시아 국가의 특허 데이터 소스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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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제공 등의 검색 서비스
- 특허번역: EPO는 전 세계의 특허문서를 대상으로 32개 언어와 주요 3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간에 문서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과의 협력으로 특허문서 기계번역서비스 제공
- 특허정보센터(PATLIB; PATent LIBrary): EPO의 38개 회원국 300개 이상의 지역15)에서 운용되고
있는 PATLIB 정보센터는 현지 기업, 기관, 연구원,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특허검색 및
특허관련 다양한 정보서비스 (기술, 경쟁자, 특허통계, 특허 평가 및 감사, 특허전략 조언,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침 등) 제공

□ EU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공공 정책
○ EU집행위원회는 EU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여, 유럽의 경제회복과 회복력을 제고 하고, 유럽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적재산권 실행계획]을 수립·발표(‘20.11.25)
- (EU 내부시장 Thierry Breton 집행위원 설명) 유럽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전체 GDP의 45%,
모든 EU 수출의 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럽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완전히 보호하고, 차세대
기술(AI, 빅데이터 등)의 발전을 유럽의 경제회복과 녹색전환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 필요
- (실행계획 수립 배경) EU의 新산업전략(‘20.3.10 채택)에서, 유럽의 기술주도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권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EU의 지식재산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EU 지식재산 실행계획 채택을 발표

<지식재산권 실행계획 5개 핵심 영역>
▪ (지식재산(IP) 보호 향상) 현존의 IP 도구 업그레이드 - 의약품 및 식불보호제품에 대한 추가보호인증
서(SPC) 개선 및 EU 디자인 보호 현대화 및 디지털화; 농업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신기술(AI
및 블록체인 등)이 지식재산 시스템에 갖는 영향에 대한 기업과의 다이얼로그 추진; EU의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원스톱 샵‘ 추진을 위한 회원국들의 단일특허제도 신속 런칭
▪ (중소기업의 IP 활용 촉진) 유럽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활용 재고
를 위한 정보·조언 및 재정지원; IP 가치평가 개선 및 금융 서비스 접근을 위한 수단으로
서의 IP 활용성 제고 지원
▪ (IP 공유 촉진) IP 보호 및 투자수익 보장과 동시에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건강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IP 공유 촉진 조치 제안; 컨넥티드카 및 기타 IoT 제품 출시와 같은 유럽 산
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센싱의 투명성과 예측성
개선 방법 제안

15) PATLIB 센터 운영 관련:
- 주요국가 및 센터수: 터키(49), 이탈리아(43), 폴란드(28), 독일(22), 포르투갈(21), 스페인(18), 루마니아(18), 영국(16), 프랑스(14),
불가리아(12), 벨기에(11) 등
- IP권리에 따른 센터수: 특허(281), 상표(260), 디자인(259), 실용신안(209), 저작권(119), 추가보호인증서(SPC)(69), 반도체(45) 등
- 정보서비스 분야별 센터수: Help 데스크 서비스(248), 지적재산권 문서제공(240), 검색 서비스(232), 사용자 교육(216), 공공 열람실
(181), 강사 서비스(169), IP전략개발(120), IP 모니터링 서비스(116), 특허클리닉(105), 지적재산권 사업화(102), 특허데이터 통계분
석(95), 발명의 경제적 잠재력 평가(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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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방지 및 IP 권리 강화) 위조 및 불법 복제품 수입이 EU GDP의 6.8%에 달하는 수준으로,
EU 집행위원회는 IP 권리의 효과적이고 균형감 있는 집행을 개선할 계획; 예들 들어,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 보완을 위해 IP 권리 보유자, 중개자(온라인 시장 등) 및 법 집행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EU 위조 방지 툴 박스] 구축
▪ (글로벌 수준의 경쟁역량 및 불공정 대응 강화) 지적재산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세터(Stand
ard-Setter)로서 EU의 입지 강화 및 산업 스파이 활동이나 R&D 협력 중에 발생하는 IP
악용시도와 같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 강화

□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와 민간 기업들의 성장
○ EU의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서비스 분야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생태계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두 분야를 일원화한 구조의 서비스 모델로 발전
○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제고, 사업화 및 창업,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투자
발굴·제공 등을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협력 체계(In-house 파트너 네트워크16))와
얼라이언스17)의 확장으로 진화
* 독일 TransferAllianz e.V. 경우, 독일 대학·연구기관·IP거래 및 기술사업화 기업들의 협력 얼라이언스로서,
현재 (‘20.10월 기준) 75개 멤버기관에서 전체 20만명 이상의 연구종사자들로부터 생성되는 지식재산의 서비스
활동을 대표하며, 독일연방 정부 및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정책과 전략 협의 추진

○ 진화의 또 다른 방향은, 지식재산 거래서비스 분야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로의 진화로써,
거래서비스의 브릿지 비즈니스에서 축적한 성장잠재기술 소싱 (Sourcing) 역량과
시장·판로개척 네트워크를 보유한 투자자 풀(Pool)을 바탕으로, IP 펀드(투자전략) 및
벤처캐피털(VC)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서비스 기업18)으로 활발히 진화

□ 독일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기업 모델: HTGF Management GmbH
○ (설립 목표) HTGF(High-Tech Gründerfonds)는 2005년 독일연방경제부와 민간기업,
산업계 전문가 그룹의 협의로써, 독일 하이테크 스타트업 금융시장 부활을 목표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설립
○ (설립 배경) 경제 버불이 터진 후, 창업 초기(Seed) 단계 금융은 높은 리스크 부담으로 인하여
투자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HTFG 전략을 통하여 독일의 하이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 (성과) 2005년 설립 첫 해에 HTGF는 40개의 첨단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한 바, 이는
2004년에 독일 전체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대비 두 배 이상의 금액이었음
16) 독일: TransferMIT GmbH 및 HTGF (High-Tech Gruenderfonds) Management GmbH; 영국: IP Group plc 및 UCL Business
Ltd. 등
17) 독일: TransferAllianz e.V.; 네덜란드: ASTP-PROTON 등
18) 대표적으로는, 독일·스위스·룩셈부르크에서 활동하는 b-to-v Partners AG 펀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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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래 HTGF는 총 3개의 펀드를 성공적으로 출범 시켰으며, 약 600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 중에서
100개 이상의 기업이 Exit (매각 또는 기업공개 - 독일증권거래소(N-Fon) 및 미국 NASDAQ(Immunic) 상장
등) 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성장 - 자산운용 및 조직) 3개의 펀드 (HTGF I: 2005, HTGF II: 2011, HTGF III: 2017)를
통하여, 총 9억 유로의 자산운용 규모로 성장
- 독일 본(Bonn: 2005) 및 베를린(Berlin: 2018) 지역으로 활동범위를 확장

○ (성장 - 민간 투자기업)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출범한 HTGF는 세대 진화에 따라
민간기업 참여 확대
- 1세대(HTGF I: 272 백만 유로) 펀드 당시 6개19)의 민간기업이 투자사로 출자에 참여하여, 2세대
(HTGF II: 304백만 유로) 펀드에 18개20) 민간기업의 투자사 참여로 확대되고, 3세대 (HTGF
III: 319,5 백만 유로) 펀드에서는 33개21)의 민간기업과 프라운호퍼 Ventures 등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

`

19) BASF, Siemens, Telekom, Daimler, Bosch, Zeiss 등 6개 민간기업
20) Altana, BASF, B.Braun , Bosch, Bayer, CEWE, Evonik, Daimler, Deutsche Post, Lanxess, media + more, Metro AG,
Qiagen, Innogy SE, SAP, Tengelmann, Telekom, Zeiss 등 18개 민간기업
21) Altana, BASF, Bayer, Boehringer Ingelheim, B.Braun, Robert Bosch, BÜFA, CEWE, Deutsche Post DHL, Dräger, Drillisch
AG, EVONIK, EWE AG, FOND OF, Haniel, Hettich, Knauf, Körber, LANXESS, media + more venture Beteiligungs GmbH
& Co. KG, PHOENIX CONTACT, Postbank, QIAGEN, RWE Generation SE, SAP, Schufa, Schwarz Gruppe, STIHL, Thüga,
Vector Informatik, WACKER und Wilh. Werhahn KG 등 33개 민간기업 및 Fraunhofer Ventures 벤처 참여로, 독일 하이테크 스타
트업들의 투자 및 시장진출·판로개척에 상생모델 실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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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서비스 법제
제1절 지식재산서비스 법제 개요
1. 개요
○ 데이터 경제･지능정보화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IP 정보서비스 생태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IP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생성･축적하는 단계를 넘어,
IP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서비스사업 영역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 구축에 대한 논의 필요
[그림 3-1] 데이터 경제의 가치사슬

자료: NIA(2018),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IP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유통･활용토록 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정보화를 넘어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대비 필요
- 또한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 내지 IP 정보서비스업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에서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 구축하고, 이를 spin-off 하는 등 향후 IP 정보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발전방향성 동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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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변화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AI기술을 IP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P 융합･지능형 데이터 확보 등의 인프라 조성

필요

-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2.10. 시행)에 따라 국정운영과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중인바, 연구개발지원 및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IP 정보서비스 거버넌스 마련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 법제는 연구개발 수행 단계에서 연구개발과제 내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를
설정의 기준점이 되며,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국가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진흥,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진흥법 등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제･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IP R&D사업 추진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IP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연구개발 현장에 어떻게 필요한 IP 정보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느냐는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
- 따라서 IP 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및 민간부문의 성장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을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

○ IP 정보서비스 관련 지원체계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연구개발 서비스업진흥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등에 일부 기능이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IP 정보서비스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지되었고, 21대 국회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다만,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IP 정보서비스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 폐지,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분리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개편(안 제20조의3, 제25조의3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IP 정보서비스 지원체계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현재 IP 정보서비스 거버넌스 체계 논의와 함께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되는 특허 등
연구성과의 질적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IP 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 법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제출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넘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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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서비스 법제는 헌법을 정점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 분야 총괄규범)- 지식재산
기본법(지식재산 관련 총괄규범)로 연결되는 구조임
- 그리고 관련 집행법제로 지식재산보호 법제(산업재산권(특허청), 저작권(문화관광부), 신지식재산
(농식품부 등), IP 정보서비스 진흥법제로 구성
- 연구개발 법제는 2021년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성과평가법, 각 소관 부처의 연구개발
법제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사업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보호 법제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정점으로 산업재산권(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저작권(저작권법, 콘텐츠산업법), 신지식재산권(신품종보호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IP 정보서비스 진흥법제로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법(개인정보보호법), 발명진흥법 등이
해당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림 3-2]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법제 개요도

자료: 연구진 작성

2.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법제 검토
가. 헌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상 IP 정보서비스에 대한 근거
○ 헌법
- 우리 헌법 제127조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의 범주에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즉, IP 정보서비스 제공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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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은 헌법 제22조 및 제127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이념 및 거버넌스
관련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임(양승우외, 2012,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3항),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6조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 근거를 두고 있으며(제11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제16조의3제1항)

나. 지식재산기본법 등 관계 법령
○ 지식재산기본법
-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ⅱ)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ⅲ)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ⅳ)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ⅴ)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기관 육성 방안, ⅵ)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제31조제1항)
- 다만,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나 국가기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1조제2항)

○ 특허법
- 특허법은 선행기술의 조사와 관련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58조제1항 및 제5항)
- 특허법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권의 출원공개에
따른 특허공보 게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제64조제1항)
- 특허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또한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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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제221조)

○ 연구성과평가법
- 연구성과평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로 하여금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제14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舊 국가정보화 기본법)22)
-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면 개정함
- 이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하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 정부는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6조),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 및 제33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 특허청은 구 국가정보화진흥법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자료 생산․보급)
초고속 정보망 구축기획단 시범사업을23) 수행한 바 있음. 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해 시범사업 채택에 협조하여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지원금에서
7억8백만원을 지원받아 특허정보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24)

2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 12. 21. 최종 검색)
23) 한국특허정보원(2005), KIPI 10년사, 47-61면.
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5),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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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기반행정법(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25)
-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됨
-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하고(제2조제2호),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둠(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6조),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제16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제18조),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제22조)

2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 12. 21.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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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P 정보서비스와 발명진흥법에 대한 검토

1. 발명진흥법과 IP 정보서비스
가. 발명진흥법상 IP 정보 및 활용 관련 법제 구조
○ 산업재산권정보 및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관련 정의조항
-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IP
정보서비스의 핵심 개념임. 즉, “산업재산권 정보”는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제2조제7호 및 제8호)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관하여 발명진흥법 제2장 제3절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20조)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제20조의2)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제20조의3)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제20조의4)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제20조의5)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20조의6)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제20조의8)
-지역지식재산센터(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제24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제24조의2)

○ 최근 발명진흥법 제20조의6제1항을 개정하여 그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이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비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발명진흥법에서 해당 사항을 삭제함26)

26)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발명진흥법 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 12. 21.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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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진흥법 개정안과 대안 검토(송갑석 의원 대표발의)27)
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28)
○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 폐지,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분리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개편(안 제20조의3, 제25조의3 신설)
〈표 3-1〉 발명진흥법상 특허청 소속 공공기관 설립 목적
기관명

설립 목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제51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제52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제55조의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제55조의5)

자료: 연구진 작성

- 한국특허정보원은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산업재산권 정보 조사·연구, 심사 지원 등에 대한 보조 및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 근거의 명확화 및 예산 지원 등에 근거 신설 필요. 특히
각 기관에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위탁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기관 운영 인건비 등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관 설립 및 사업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마련 필요
- 또한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분리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업무와 심사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기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분류 부여 및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 특허청은 특허심사 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분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특허분류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아이피아이, 크레오시안에서 특허분류 부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허분류는 선행기술 등의 검색에 있어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여 특허 심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한국특허정보원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심사지원의 기능을 분화하여 전문화 하고자 하는
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28) 현재 동 법안은 2020. 9. 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임(http://likms.assembly.go.kr 2020. 12. 21.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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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분리 설립(안)에 대하여는 유관 부처 및 기관의 반대의견 존재
- 기획재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와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한국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분리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기관 분리에
따른 추후 인력·예산의 확대 및 사업 확장 등에 따른 기능중복의 우려가 있음
- 대한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심사외주에서 야기되는 심사품질 저하 문제 해결 없이
심사지원 전문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것은 심사외주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문제점 지적

〈표 3-2〉 일본과 중국의 정보화 기관 및 심시기관 분화 사례
구 분
기
관
명

일
본

연
혁
주
요
업
무
기
관
명

중
국

연
혁
주
요
업
무

정보화 기관

심사지원 기관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INPIT, 독립행정법인)
* 설립근거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법」

공업소유권협력센터
(IPCC, 일반재단법인)

- 2001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종합정보관’ 설립
- 2004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으로 개칭

- 1985 : 재단법인 ‘공업소유권협력 센터’ 설립

- 특허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사업
- 지식재산 활동 조성 등 공익목적 사업

-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원
- 산업재산권정보 제공
중국 전리정보센터
(CPIC,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공공기관)

중국 전리심사협력센터(PECC,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공공기

* 설립근거 :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기능 배치·내설 기구
및 인원 편성 규정」

관)

- 1989 :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중국 전리정보센터’
설립

- 2001 :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전리심사협력센터(북경)’ 설립
* 중국 전역에 총 7개의 ‘전리심사협력센터’ 설립･운영 중
- 산업재산권 선행기술조사 및 실질심사 업무 수행

- 특허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기업의 특허 출원 및 보호 등
기술･법률 자문 서비스

- 특허 정보 처리 및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자료: 한국특허정보원(2020)

○ 한국특허정보원의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심사지원의 기능을 분화･전문화 하여 IP
정보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정보화 기관과 심사지원 기능을 분화하고 있으며, 국내 정보화 관련
법정기관화29)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29) 국내 정보화 관련 법정기관 사례로는 기재부(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법),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농
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식품기본법),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급여법), 교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
정책기본법), 식약처(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위생법･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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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편
○ 개념의 재정립 및 연구개발서비스업과의 관계 재설정
-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관련 서비스산업발전법(안), 연구산업진흥법(안) 등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체제로 재편하는 경우,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는 체계적인 분류기반
구축에 기여하여 왔으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서비스 활동 범위 제한이 존재하고, 산업부 및
특허청의 소관업무 범주에 매몰되는 한계 존재하므로 이를 전체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고민 필요
- 이공계지원법상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을 의미함(이공계지원법
제2조제4호)

○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 기준 및 시장성숙도에 따른 민간 중심의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공공기능의 과감한 Spin-off(안) 마련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연되는 이면에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미분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즉, 공공을 중심으로 산업발전 및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설정의 폐해 등은 면밀한 검토 필요
- 또한 공공영역에서는 대형 인프라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활용과 사업화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외에는 관련 기능을 민간시장에 과감히 이양하고, 성숙기 시장 및 민간부문과의 과도한
경쟁지양(Ex.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KIPRIS vs. WIPS)

○ 연구개발시스템상 선도형 연구전략으로 전환에 따른 공공분야의 IP 정보서비스 기능을
양질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한 IP 정보지원 중심사업으로 재편
-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은 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등의 과정에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최고‧최신의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 지원, ⅱ) 지식재산권 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기능에 대한 역할 강화 필요
- 연구산업진흥법(안) 성안 시 IP 사업화 관련 Spin-off 관련 조항 신설 방안 검토
-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설립되는 경우,
당해 기능이 성숙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관련 기능의 분사 및 민영화방안 검토를 통한 IP 정보서비스
시장 기능의 정책적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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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송갑석 의원(안) 통과 시 각 기관의 업무영역
구분

주요 업무

기능 강화
필요 항목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
2.
3.
4.
5.
6.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지원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긴이전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산업재산권 통계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Ÿ
Ÿ

최신 지식재산권 정보(선행기술조사·분석) 제공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능

1.
2.
3.
4.
5.
6.
7.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특허분류 및 제공
산업재산권 심사지원 관련 연구
산업재산권 조사·분석 정보의 활용 및 확산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기술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자료 :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8.24.

2. 발명진흥법 추가 개정 소요 발굴을 통한 규범 및 정책의 정합성 강화
○ 발명진흥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과 관련 제품군 중심의 특허 분류체계 도입 검토
- 선행기술조사 등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편의성 도모하고
-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UPC(United States Patent Classification)
분류체계와의 연동성 검토
- 미국의 경우, UPC를 통해 당해 기술의 사용 분야에 대한 검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해당 기술의
수요분야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바, 이를 특허분류체계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검색의 편의성 도모

○ 데이터기반 행정법 관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추가 검토 필요
- IP 데이터의 융합․지능화 및 활용 생태계 혁신을 위한 일반조항 신설
- IP 정보 서비스업계 성장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 IP 관련 공공데이터 생성, 보급 등 유통 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에 신설예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업무 부문 중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관련 사항 구체화 검토 필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발명진흥법(송갑석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의 업무로 다음 기능을 특정하는 방안 검토(발명진흥법
개정 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정관개정) 필요
- IP 데이터의 제공․이용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업무
- IP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상담 업무
- IP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 55 -

<표 3-4> 송갑석 의원(안) 미통과 시 각 기관의 업무영역과 특정이 필요한 기능
구분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 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사업
2. 산업재산권 정보 조사 분석 및 제공사업
1. 산업재산권 정보 조사 분석 및 제공 사업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사업
2.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사업
4.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
3. 산업재산권 정보 연구 사업
5.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확산 등 진흥사업
6. 산업재산권의 심사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7. KIPRE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사업

사업
5. 산업재산권 심사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8. 특허넷 운영위탁사업
주요
업무

4. 산업재산권 조사 분석정보의 활용·확산 등 진흥

9. 산업재산권 분류 및 분류 관련 국제협력사업
10. 특허문서전자화 사업

6.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7. 산업재산권 분류 및 분류 관련 국제협력사업

11. 공보 및 KPA 등 전자데이터 보급 사업
8.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기술 컨설팅사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운영 사업

9. 산업재산권 정보보급을 위한 인쇄출판 사업
13.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기술 컨설팅 사업
14. 산업재산권 정보보급을 위한 인쇄출판 사업
15.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사업

10.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공익관련 사업
11. 부동산 임대업
12. 전각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진흥센터 소장이

16.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공익관련 사업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7. 부동산 입대업
18. 전각호의 부대사업
19.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특정 필요
기능

Ÿ

산업재산데이터의 제공·이용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Ÿ

산업재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상담 업무

Ÿ

산업재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자료 : 각 기관별 정관

3. 양질의 IP 정보서비스 지원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전담기관 기능 강화 방안
○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IP 정보지원 서비스의 인텔리전스 기능 재편
- IP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특허정보원의 업무조정
- 국가R&D 기획 등의 과정에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지원 기능 강화
- 지식재산권 정보 취약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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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의 추가 지정 및 기능 강화
- 발명진흥법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업무 수행 관련 IP 정보서비스업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련 서비스업 육성 기능 강화
-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제2항의 업무 범위 중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IP 서비스업 및 기업실무상 조직체계상 IP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정보 인텔리전스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강화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군에 대한 지원 기능(출연,
보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비용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 법령상
관련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기술이전법 등과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발명진흥법에서는
예산확보를 통한 신규사업 기획 및 진행 등의 기능 강화의 측면을 주된 고려대상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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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 지식재산 권리성
제1절 개요 및 특징
1. 개요
□ 지식재산 법률대리업은 ①출원·등록·분쟁·소송 대리업과 ②유지관리업으로 분류
○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법원 등에 대해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임
- 지식재산서비스사업 총 매출액 1조 6,923억원 내 IP법률대리업 분야의 매출은 약 6,946억원으로
비중은 41%를 차지(지식재산서비스산업협회, 2018)
-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분야의 담당 인력은 총 7,194명으로 전체 인력 중 50.9%를 차지
- IP 법률대리업 내 변리업은 출원을 중심으로 한 업무이며, 분쟁 발생 후 대응 업무까지 광의로
해석 가능(최승재, 2020.8.25.)

<표 4-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정의 및 업무 예시

‘14년 조사
분류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 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IP
법률대리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에 따른 산업분류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
원·등록
및

리업

분쟁·소송
대리업

12. 지식재산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IP
유지관리

자료: 특허청(2018), p.27

○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 관련 기술료관리, 비용관리, 신탁,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특허청, 2018)
- 지식재산 유지관리업의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4.7%를 차지하는 약 797억원, 종사 인력은 전체
인력의 4.3%를 구성 (지식재산서비스산업협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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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 IP법률대리업은 지식재산서비스 산업분야 내 가장 큰 시장비중을 차지
○ 지식재산 법률대리업은 지식재산서비스 산업분야별 시장의 45.7%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임효정, 2020.8.18.)
- 조사대상 중 44.6%의 기업이 IP서비스산업에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 시 핵심 사업 분야로 법률대리업
분야를 선택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66.5%는 IP출원, 등록 및 분쟁, 소송 대리업에 속함

□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 업무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업무 충돌이 발생
○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중 ‘출원업무 대리’, ‘심판업무 대리’, ‘소송업무 대리’, ‘감정 및
가치평가’, ‘조사분석업무’, ‘저작권 등록대리 업무’ 등 의 분야에 변호사와 변리사 참여
- 출원업무대리 분야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1호),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
- 소송업무대리 분야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관련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가능 여부를
두고 업무 충돌 발생

<표 4-2> 변리사의 업무범위 분석
수행업무

평균 (%)

표준편차

출원등록감정

50.6

28.3

심판소송

11.0

16.7

아웃고잉(PCT 포함)

10.3

15.7

IP 관련 컨설팅

9.4

13.2

조사분석업무

8.2

13.5

기획연구

5.0

11.6

고객관리_영업

4.3

8.9

해외 분쟁

3.8

10.0

기술거래

2.3

9.5

가치평가

2.0

7.5

정책연구업무

1.1

5.9

기타

3.1

12.3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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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변호사 업무 범위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특허소송 대리권을 보유하지만, 특허청에 대한 업무는 불가한 상태
- 영국은 특허출원업무의 대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변리사들이 담당
- 프랑스 및 독일은 일반변호사와 특허변호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특허 소송 시 특허변호사가
일반변호사를 보조하는 형태

<표 4-3> 각국 변호사 업무범위
특허 관련
미국

법원에 대한 특허소송 대리권 보유, 특허청에 대한 업무는 불가

영국

특허출원업무 대리 가능하지만, 실제론 대부분 변리사들이 담당

프랑스
일반변호사와 특허변호사의 분리, 특허소송 시 특허변호사가 일반변호사 보조
독일
자료: 머니투데이(2015.04.03.)

○ 한국은 전문직 섹터별 제공 서비스 영역의 제한 및 섹터 내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
-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변리사가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전적으로 수행
- 특허침해 감정업무는 변리사·변호사 이외에 민간 특허정보 조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허기술 가치평가 업무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에 의해 중복 수행
- 출원 및 소송 대리 분야에서 전문 자격사 별로 수행 가능한 업무의 영역이 뚜렷하게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전문자격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수행 의뢰가 법에 의해 금지된 상태
- 영국의 경우 법률 자격사를 포함하는 민간 전문가에게까지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상황과는 상반되는 특징을 보임

○ 선진국에 비해 정부(특허청,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정부 IP 과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특징
- 이에 따라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특허법인, 법무법인 외 민간 IP 서비스 회사 등 다양한 주체가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는 과제에 참여
-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특정 기업을 수혜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부 과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외국의 경우, 특정 기업을 수혜기업으로 하기 보다는 특정 기술분야의 산업 협의체, 전문 세미나
및 교육, 헬프 데스크의 상담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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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출원비용 수준에 대한 갈등
○ 낮은 출원 비용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관련 입법이 강화되고 있는 현황
(최승재2020.8.25.)
○ 출원 비용이 낮은 수준이며, 출원된 결과물이 부족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며, 관련 입법이
강화되는 추세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입법이 강화됨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영업 비밀에 의한 입법이 강화되는 것이 현황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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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량 및 한계
1. 법률서비스 분야의 성장
□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규의 변천
○ 한국의 특허법은 우리가 직면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도입과 전개에 변화가 있었으며, 60년대
이후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
- 1960년대에는 음식물, 의약품, 화학물질 등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 의지가
특허법에 반영되었으며, 파리조약의 우선권주장 제도를 도입
- 1980년에는 들어서 특허제도의 국제화에 진입하였으며, WIPO조약 가입 및 출원 공개제도를 도입
- 1982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1984년 PCT 가입
- 1986년에는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허건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
- 1990년대에는 특허법 전면 개정하였으며, 파리조약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내 우선권제도 도입
- 이후 2000년대에는 직무발명이 활성화되었으며 국·공립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생성

<표 4-4> 대한민국 특허법의 주요 변화
법 개정
1946년

주요 내용
일본 특허법 폐지
미국 특허법 참조하여 제정

존속기간
공고일로부터 17년

1961년

음식물, 의약품, 화학물질 등에 특허 불허(국내 산업 보호 의지)

공고일로부터 12년

1963년

파리조약 우선권주장 제도 도입

-

1980년

특허제도의 국제화 진입
WIPO조약 가입

-

출원공개제도 도입(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공개)
1982년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기반 마련
이후 1984년 PCT 가입

-

물질특허제도 도입(의약 또는 의약조제방법 포함)
1986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의약품 등 허가 또는 등록 소요로 기간
연장)

공고일로부터 15년

심사청구 후 심사로 존속기간
1990년

1995년

2001년

전면개정

종료시점이 유동적

국내우선권제도 도입(파리조약과의 형평성 문제)

(종료일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

실시의 형태 중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포함

직무발명 활성화
국・공립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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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내용 반영
공고일로부터 출원일 이후 20년까지

○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주요 변화
-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 도입 이후 1957년 저작권법 제정
- 1986년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20년 연장
- 1995년에는 WTO 및 WTO/TRIPs 가입하였으며, 외국인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
- 2000년대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공중송신’ 개념을 통해 저작물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
- 2011년부터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을 신설

<표 4-5>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주요 변화
법 개정

주요 내용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 도입

1957년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정

1986년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20년 연장

1995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09년
2011년

WTO 및 WTO/TRIPs 가입 후 베른협약 의무
외국인의 저작권을 인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 배포, 방송 및 전송권 부여
‘공중송신’개념을 신설,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
실연자의 권리 확대(인격권, 배포권, 라이브 공연에 대한 공연권 신설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 보호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통합
저작권위원회 설립 및 위원회 역할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 ⟶ 사후 70년으로 연장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추정 규정 신설

○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산업 기반 마련
- 4차 산업의 대두로 인하여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
- 선진국의 지식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
* 일본 : 2003년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 미국 : 2008년 ‘지재권집행조정관’ 대통령실 설치, 지재권집행법 제정
* 중국 : 2004년 ‘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 설치, 지식재산권전략요강 마련
- 2011년 5월 19일 공포되어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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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
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조성의 법적 근거
○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육성
-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명시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
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
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40조는 산업재산권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문화
○ 글로벌 IP 분쟁이 확산되면서 지식재산 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 IP 서비스 이용 사례의 증가 : 2019년 현재 기업 평균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률은 현재 58%30)

30)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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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법률대리업무에서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으로 확대 재편

○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관련 법령 및 대리인 규정 여부
○ 지식재산권 분류 및 부처의 다원화 되어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 특허 관련 법령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며, 저작권 관련법은 저작권 위원회,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은 무역위원회에 귀속
- 지식재산권의 분류와 각 담당 부처가 산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향후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

[그림 3-3] 지식재산 유형별 관련 법령 및 환경

자료: 나성곤 변리사 발표자료(2020.8.27.)

- 65 -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분포
○ 2018년 조사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모집단 중
66.5%가 IP 출원, 등록 및 분쟁, 소송 대리업에 종사31)
- IP서비스 전문기업(정보조사 및 컨설팅), 특허사무소(법률대리), 공공기관(임대 및 중개), IP
금융기관별(IP금융 및 보험)로 특화되어 분포
- 경영활동 및 시장 현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관련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비하여 지속적인 비용
상승, 수임료의 정체,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해석

2. 경쟁 역량
□ 긍정적 환경
○ (강점) 정책 및 산업의 변화로 인한 잠재력 향상
- 지식재산 시장의 정책 변화,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과 정책 시작(기술유출 보호,
3배 손해배상 등)
- 고학력 중심의 인력이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갖고 진입
- IP 금융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관련 법률 서비스(심사, 실사 등) 시장도 동반 성장

○ (기회) 산업의 확대와 그로 인한 서비스 변화로부터 기회 창출
-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의 성장(리걸테크)
- 특허 질 향상을 위한 출원 비용의 상승: 공공기관이나 출연연에서 출원 비용을 높이면서 일부
중요 발명에 대한 출원 케이스를 생성

□ 부정적 환경
○ (약점) 수익구조의 취약성, IP 인식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며, 출원 품질 문제 지속
-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많으며, 부가가치 중심이 아닌 인건비 중심의 수익구조 취약성(적정한
수임료의 지불하지 않는 인식 존재)
- 업종 내 또는 업종간의 서비스 충돌 등 경쟁의 심화, 국내 시장 규모도 한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영어권 중심의 서비스 시장 성장
- 정책의 혼선과 적절한 대안 제시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 심사건수, 심사기간 등의 적정성 제약으로 인해 출원 품질에 대한 통제가 낮아지고, 이는 무효화
비율의 상승과 특허 신뢰 저하의 문제점 양산

31) 특허청(2018), 2018년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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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해외 시장으로부터의 높은 영향력, 경쟁 강화32)
- 시장 규모에 비해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주요 기업 중심의 시장 개편 우려
- 영어 중심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확대,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관련 서비스 시장 영향력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내재

32) 유지관리분야: CPA Glabal 마크프로 인수, 컨설팅분야: 지식재산권 중개 및 라이센싱 전문회사인 Think Fire와 IMC licensing 합병, 지
식재산번역 및 통역: RWS(Randall Woolcott Services)의 성장, 정보조사서비스: Lexis Nexis 세계 시장 확대, CPA Global과
Clarivate와 전략적 합병 단행 (나성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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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안 및 시사점
1. 현안
가. 해외 지식재산권 기반 가치평가 시장33)
○ 국가별 다양한 관점의 기술가치평가 시장이 조성되어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 금융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근거로 가치 판단
○ 미국의 특허, 상표 등의 가치평가서비스 시장
- 미국은 최근까지 25% Rule(Thumb of Rule)34)이 기술평가 시장에서 활용
-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시장(민간기업)의 기술컨설턴트, 회계사, 기업 평가사들이 수행

○ 중국의 특허, 상표 등의 가치평가서비스 시장
- 중국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 진행시, 지재권의 가치평가의 대부분을 전문적인 자산평가회사에
의뢰하여 진행
- 중국은 국가지재권국에서 2006년 “지재권 자산평가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한 후 이를 통해 자산평가기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규정

○ 일본의 특허, 상표 등의 가치평가서비스 시장
- 2000년 초반, 일본 특허청, 일본 변리사회, 경제 산업성이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시스템
개발과 체계화 작업을 진행
- 일본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사업단이 연계하여 일본공업진흥협회 내의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

○ 유럽의 특허, 상표 등의 가치평가서비스 시장
- 영국의 국가 차원의 기술이전 전담기구인 BTG(British Technology Group)을 통해 기술이전
활동 수행하며, 기술평가 수행
- 프랑스 기술금융기관(OSEO)는 프랑스 경제금융산업부 산하 중소기업관련 기술평가, 보증, 융자,
정책자금 지원기관
- 독일은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통하여 기술사업타당성 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3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감정 및 평가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전범재, 2018년 01월
34) 25 % 규칙은 지식재산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당사자가 세금을 내기 전에 판매로 얻은 총 이익의 25 %를 해당 라이센스권
자에게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로열티를 결정하는 규칙이며, 일반적으로 상표, 저작권, 특허 및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적용
(https://www.investopedia.com/terms/1/25-percent-rul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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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현안
□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효과의 불확실성
○ 지식재산서비스업 수행 기업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
- 속지주의에 의하여 해외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 중심 지역의 현지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서비스업 제공자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

□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소송 대리업무의 충돌
○ 현재의 산업재산권 관련 대리권 법률체계
-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관련 대리업무는 크게 출원 및 소송 업무로 나누어지며, 관련해서 변리사와
변호사는 출원 및 소송 업무의 대리권 문제로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양상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출원 업무 대리권 문제
- 변호사 측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을 들어 산업재산권의 모든 업무를 변리사 자격 없이도
수행가능하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법률화하려는 움직임35)
- 변리사 측은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
- 최근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1명 이상 고용한 법무법인이 산업재산권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36)
35) 2020년 08월 11일 법률신문, “변호사 직무 규정 구체화, 직역침탈 막겠다”
36) '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은 변호사 특혜' 주장 나와, 뉴시스,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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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 또는 변리사로 구성된 특허법인(유한법인 포함) 요건 만족하지 않은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업무는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은 변리사 활동을 하려면 변리사회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함을 판결37)

2018년 11월 특허청 산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 등록 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
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엔 논란이 있고, 특허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특허청과 변리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 업무와 변리사 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고, 대
한변협과 변리사회는 설립 목적,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이 다르므로 변호사라고 하더
라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0537391

○ 심판 업무 대리권 문제
- 최근 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내용
- 이에, 변호사회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내고 의견을 밝힘. 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를
근거규정으로 제시

○ 소송업무 대리권 문제
-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특허권의 존부를 기초로 하는 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을 기초로
제시되는 민사소송으로 크게 나뉨
-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모든 소송 대리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해 변호사만이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2012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판결38)

37) 변리사 활동을 하려면 변리사회 가입해야, 한국졍제, 2020년 1월 5일
38) “대법 변리사, 소송대리인 자격없다”, 뉴시스, 2012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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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앞서 헌재도 지난 8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이라며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9734179

□ 지식재산권에 관한 감정 및 가치평가 업무
○ 특허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가치평가 업무의 근거 법률
-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 중심 평가 서비스로 조성

<표 4-6> 근거법령 및 평가목적
근거법령

평가목적

지정여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지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현물출자 등을 위한 산업재산권의 평가

지정

발명진흥법

발명의 사업화를 위한 평가

지장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의 평가

지정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지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평가

지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공연구기관 출자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평가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재사권의 재산적 가치평가

지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금 부과를 위한 평가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합병용 및 현물출자 평가

지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사업의 기술력 평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지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ㄴ 평가

지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정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지원법

개발 사업 기획 관리 평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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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자들의 가치평가 관련 법규정
- 현재 각 전문자격자들은 법률적 근거로 기초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장은
더욱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표 4-7> 전문 자격사의 업무 범위
구분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업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기촉법 제 14조 제3항)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이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함.(변호사법 제3조)
특허청 또는 그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변리사법 제2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8호)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공인회계사법 제2조)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
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기술사법 제3조 제1항)

□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 필요
○ 주요 전문가들의 협력 필요
- 현재 출원 및 소송 시장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대립 상태로,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빠른 기술력
발전 능력을 갖췄지만 협력 관계에서는 명확하지 못해 시장이 정체되어 있음
- 소송 대리권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대리업무 조정에 비하여 함께 시장을 성장 시킬 수 있는 영역*에
협력 관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ADR에서의 협력, 무역 관련 행위의 협력,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서의 협력, 가치평가업무에서의
협력, 창업 및 엑셀러레이팅 업무 등

○ 신지식재산권 및 새로운 업무로의 확대가 필요
- 신지식재산권은 기술관련 법률 사건의 기술자문, 국가 핵심 기술, 의약품특허, 특허등재, 도메인분쟁
및 등록, 콘텐츠 프로그램, 지리적 표시, 저작권 관련 업무, 영업비밀, R&D 정책, 식물 신품종,
종자 산업, 라이센싱, 오픈 소스 라이센싱, 조정 또는 중재 업무, 인증(조달, 신기술, 신제품),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업무 등으로의 확대 필요

○ 지식재산권서비스 업무는 영어 중심의 시장
- 지식재산권은 각 나라의 언어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어의 지배력이 높은 분야
- 영어에 대한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어 영어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모색 필요
-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상사중재원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지식재산 중재원 설립도
가능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시장 확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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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
- 선진국의 지식재산 시장의 서비스 수수료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으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수수료 조정

<표 4-8> 지역별 특허출원 비용(9항 기준)
(단위: 원)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출원료

46,000

1,782,000

280,500

156,000

154,000

조사료

-

726,000

-

1,690,000

-

심사청구료

503,000

836,000

425,000

2,307,500

1,914,000

-

330,000
(공개수수료)

-

-

기타

8,500(공개료)
51,000
(출원유지료)

1년
설정

2년

등록료

396,000

1,100,000

34,000

760,500

606,300

945,000

4,774,000

799,000

4,914,000

2,674,300

3년
합계

주: 2019년 10월 기준 평균 환율 적용
자료: 특허청(2019)

○ 서비스 인력의 적정 처우
- 고학력의 인력이 초기에 투입되나 영세한 사업 구조로 인하여 퇴사 비중이 높은 상태로, 우수한
인재의 영입에 어려움이 존재

<표 4-9> 지역별 지식재산법률서비스 인력의 처우
지역

처우

미국 및 유럽

중급 특허로펌의 1년차 associate 시간당 수임료는 300불 정도

일본

중급 특허로펌의 특허출원 비용이 1건당 500만원 정도

한국

중급 특허로펌의 특허출원 비용인 1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자료: 지식재산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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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해외출원 확대를 위한 법률대리업 활성화
○ 국내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이 현지 출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이에는 해외대리인 선정 및 OA 대응, 청구항 보정방향 가이드 제공,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 출원전략
및 심판 대응전략 자문, 현지 대리인과의 컨퍼런스콜 등 원격회의 지원 등
- 해외출원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는 현지 대리인이 됨에 따라 국내에서 기업을 보조 지원하는 국내
대리인에 대한 자문료 등 수임료* 산정방안 사전 설계 및 협의 필요
*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 OA 대응, 성사금의 형태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다수임
- 해외 출원의 확대와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

○ 원활한 법률 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질적 제고 필요
- 해외 IP 법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을 수행 중인 국내 기업들을 위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국문 서비스 번역, 기타 현지 법원에서의 변론에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여 재판부에 더욱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영어 등 현지 언어로 변론하는 상황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이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통역 지원 등이 필요
- 해외 출원 용 명세서 번역할 때 용어의 선택이나 표현의 선택에서 국내 대리인이 현지 법률 실무나
규칙, 판례를 충분히 익혀 반영하거나 현지 변호사와 협의하여 발명자와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번역 상의 문제가 발생
- 해외출원을 위한 번역서비스는 법률서비스의 하나로 권리를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법률문서의
준비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특화된 전문 번역가 영입이 필요

□ 국내대리인의 법률대리업 업무제한 규제 완화 및 유기적 협력시스템 도입
○ 현행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에서는 법조 전문직역사간, 법조 직역사와 비법조 직역사간,
비법조 직역사간의 동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상황
- 최근 법조계 중심으로 변리사중심의 법조 전문자격사간 동업 제도 도입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사례)영국 소송시 변리사, 사무변호사, 법정변호사 간의 협력시스템이 있으며, 지식재산기업법원 (IPEC) 소송의
경우 변리사 단독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법정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소송 진행 하며, 법정 변론
전문가인 법정변호사와 기술 이해하는 특허 변리사들간의 협업

<표 4-10> 현안 및 정책 니즈
현안

정책니즈

1.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효과의 불확실성

1. 해외시장진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사업 개발

2.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소송 대리업무의 충돌

2. 지식재산법률대리업 부분의 업무영역 명확화

3.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 필요

3. 새롭게 창출 가능한 법률서비스 분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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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서비스 : 지식재산 가치성
제1절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1. 개요 및 특징
가. 개요
□ 지식재산금융의 개념
○ 혁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가치평가를 바탕으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검증받고, 보증·담보대출 및 투자 등의 방법으로 사업화 자금 조달
- 지식재산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금융위원회·특허청(2018)
-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가 개정되면서 (’14년
12월), 기존의 ‘지식재산금융’이 ‘지식재산금융·보험업’으로 분류명 변경

<표 5-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 중 지식재산금융·보험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정의 및 업무 예시

특수분류에 따른 산업분류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참고) ’14년
조사분류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산업 활동

IP금융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17~2021)

□ 기술금융과의 차이
○ 기술금융은 기술평가 바탕으로 기술신용등급 산출하여 기업에 신용대출 제공하며, 평가는
정량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IP가치평가 대비 불확실성 및 정보 비대칭성 높음
- 민간 금융기관에서 기술금융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IP금융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IP가치평가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프로세스에 정책적인 유인요소가 부족
* 기술금융과 IP금융은 아직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 (’17년 기준, 83.9조원 vs 3,679억원39))

39) 금융위원회·특허청(2018.12),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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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IP금융과 기술금융 비교
구분

소관부처

평가항목

평가기간

평가기관

평가비용

IP금융

특허청

IP가치평가

3~6주

발명의평가기관
(20개: 공공 11개, 민간 9개)*

500~1500만원
(특허청 일부지원)

기술금융

금융위

기술신용등급

5~10일

TCB기관
(Tech Credit Bureau, 6개)

50~75만원

자료: 금융위원회·특허청(2018)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
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인 다래, ㈜윕스, 특
허법인 다나, ㈜나이스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특허법인 도담, ㈜케이티지,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19년 11월
기준)

나. 특징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기반 IP금융서비스산업 특징
○ (진입장벽) 금융시장은 강도 높은 규제 산업이며, 높은 자본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새로운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기존의 금융기관이 IP금융서비스를 제공
- 사업의 범위로 IP금융보험업을 명시한 기관은 IP금융기관(100.0%), IP서비스전문기업(1.4%),
특허사무소(0.7%)이나, 금융기관 외 기관들의 IP금융보험업 참여는 미미한 수준
- IP금융기관은 IP금융보험업(100.0%) 외에 IP평가업(16.7%), IP임대 및 중개업(16.7%)을 사업의
범위로 응답하였지만, 이는 IP금융상품 운영과 연관 있는 업무로 접근 가능
- 결국 IP금융보험업의 주요 시장참여자는 IP금융기관 6개 기관에 한정되므로, IP금융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IP금융서비스산업의 특징으로도 해석 가능

<표 5-3> 현재 영위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사업의 범위 (복수응답)
IP서비스

구분

전체

IP금융기관

기관 수 (개)

860

6

전문기업
251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563

40

IP 출원, 등록 및 분쟁 소송 대리업

66.5%

0.0%

1.4%

100.0%

13.8%

IP 유지관리업

49.8%

0.0%

12.7%

70.4%

0.0%

IP 평가업

27.4%

16.7%

12.7%

70.4%

0.0%

IP 임대 및 중개업

20.4%

16.7%

23.9%

16.6%

51.7%

IP 유통업 (저작물 중심)

5.1%

0.0%

9.9%

3.3%

0.0%

IP 번역 및 통역업
IP 정보조사 자료처리,
DB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IP SW개발 및 시스템 통합

28.4%

0.0%

23.9%

32.7%

0.0%

30.6%

0.0%

42.3%

27.0%

13.8%

4.5%

0.0%

11.3%

1.3%

6.9%

27.6%

0.0%

42.3%

20.4%

41.4%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IP 컨설팅, 교육 및 홍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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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IP금융기관

IP서비스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IP 금융·보험업

1.6%

100.0%

전문기업
1.4%

0.7%

0.0%

IP 출판 및 복제업

0.9%

0.0%

1.4%

0.7%

0.0%

IP 창출 지원업

1.7%

0.0%

4.2%

0.0%

10.3%

IP 제공시설 운영업

0.0%

0.0%

0.0%

0.0%

0.0%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 매출규모가 10억원 이상인 IP금융기관은 전체 6개 기관 중 5개(83.3%)로, 매출규모 10억원 이상
공공기관 비율(80%) 보다 비중이 높고, 전체 평균(34.5%) 보다 월등히 높음
- IP금융서비스산업에서 매출의 발생은 수혜대상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금융기관의 높은 자본력이 요구되며, 이에 잠재적인 시장진입 후보자를 찾기 어려움

<표 5-4>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규모별 분포 (’18년 조사, ’17년 기준)
IP서비스

구분

전체

IP금융기관

기관 수
(비율)

860
(100.0%)
52

6
(100.0%)
0

전문기업
251
(100.0%)
42

(6.0%)
29

(0.0%)
0

(3.4%)
335

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억~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563
(100.0%)
10

40
(100.0%)
0

(16.7%)
4

(1.8%)
25

(0.0%)
0

(0.0%)
1

(1.6%)
113

(4.4%)
216

(0.0%)
5

(39.0%)
147

(16.7%)
0

(45.0%)
32

(38.4%)
112

(12.5%)
3

(17.1%)
297
(34.5%)

(0.0%)
5
(83.3%)

(12.7%)
60
(23.9%)

(19.9%)
200
(35.5%)

(7.5%)
32
(80.0%)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 IP금융기관의 기관별 지식재산 전문인력* 평균 인원을 보면, ’11년 284명, ’13년 241.5명, ’17년
148.3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음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식재산의 활용·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일반행정 및 사무인력은 제외
- 지식재산 전문인력 평균 인원이 줄고 있는데, 회사 전체 인력이 줄고 있는지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줄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 전체 인력 대비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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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 (프리랜서 제외)
(단위: 명)
전체

구분
합계
’17년

모집단

(’18년 조사)

IP전문인력

’13년

모집단

(’14년 조사)

IP전문인력

’11년
(’12년 조사)

모집단
IP전문인력

IP금융기관
평균

합계

860
17,562

6
20.4

890

746
12,451

16.7

148.3

1,449

568

합계

평균

7,215

241.5

28.7

3,698

2,118

합계

평균

공공기관
합계

평균

8,094

40
14.4

1,363

516
17.1

99
284

특허사무소

563

216

2
15.9

전문기업

251

6

643
10,194

평균

IP서비스

6,313

8
12.2

991

534
21.4

6,740

34.1

123.9
8

12.6

769

96.1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 (제한적 서비스) IP금융기관은 전체 매출에서 IP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IP금융서비스 전매출은 국내에서 발생하며,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IP금융서비스를 제공
- 기관별 전체 매출액 대비 IP서비스 비율을 보면 IP금융기관의 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 비중이
0.3%, 非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 비중이 0.2%, 그 외 일반 금융 업무 매출 비중이 99.5%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전체 매출대비 IP금융서비스 매출이 매우 작음

<표 5-6> 전체 매출액의 유형별 분포
구분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 비율

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

전체

IP금융기관

76.1%

0.3%

4.4%

19.4%

IP서비스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64.4%

86.0%

21.6%

0.2%

5.7%

3.9%

4.0%

99.5%

29.9%

10.0%

74.1%

전문기업

저작권 등
非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외
기타 매출 비율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 사업발주처별 매출 비율을 보면 IP금융기관은 중소기업(91.7%), 정부(7.5%)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한 반면, 다른 기관은 다양한 발주처와 거래를 진행하고, 해외 매출도 발생
- 금융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고,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중요하므로 IP금융서비스도
제한적·보수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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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사업 발주처별 매출 비율
(단위 : %)
전체

IP금융기관

IP서비스
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공공기관

해외

13.7

0.0

6.1

18.0

3.6

공공

정부

10.4

7.5

21.1

3.8

50.5

부문

공공연구기관

6.4

0.0

10.9

4.5

10.5

대학

5.3

0.8

5.4

5.1

7.5

대기업

9.4

0.0

7.3

10.6

2.3

민간

중소기업

37.5

91.7

27.8

41.3

25.6

부문

특허사무소, 전문기업

7.8

0.0

19.2

3.8

0.0

개인

9.5

0.0

2.4

12.9

0.0

구분

자료: 특허청·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2. 역량 및 한계
가. 성장
□ 기술금융의 도입 및 전개
○ IP금융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어, 이에 앞서는 기술금융의 전개과정을 알아볼 필요성
- (초기) 기술보증기금*이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국내에 기술금융이 도입
* ’89년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보증기관의 기능 수행, ’99년 설계된 기술평가모델로 기술성 평가 및 비기술적
부분을 평가하며 기술보증기관의 본격적인 기능 수행
- 벤처캐피탈 국내 초기 모델로는 KTB네트워크(’81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로 출범)와 SBI
인베스트먼트(’86년 한국기술투자로 출범) 등이 존재
- 외환위기 이후 벤처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기술 중심 투자(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 등)와 회수의
이슈 제기
- ’00년까지 벤처창업 트렌드가 이어졌으나, 성과 확보에 한계가 있고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술금융에 대한 관심이 저하
- ’05년 이후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내 모태펀드가 결성되고 벤처캐피탈로 투자가 연계되는 등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
- 그러나 ’08년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기술금융시장 활성화가 정체되었으며, 이후 ’13년부터 특허청-금융위 협력으로 IP금융 도입

- 79 -

□ IP금융의 도입 및 전개
○ 창조경제 정책기조와 특허청-금융위원회 협력으로 IP금융 활성화 정책이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례조항에 의해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담보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에서는 IP 활용을 위한 IP가치평가 및 IP금융 등의 기반
조성하였으나 아직 민간시장 미성숙
* 성과: IP투자·융자 ’11년 350억원 → ’16년 3천억원 / IP펀드 ’11년 470억원 → ’15년 7천여억원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에서는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민간의 IP 거래·금융
등 IP 시장 활성화 강조

○ 우수 IP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IP금융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현 정부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민간 참여 유도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18년 5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년 12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19년 3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년 3월),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20년 7월) 등 정책 발표
- 전체 IP금융(담보·보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전체 규모가 ’18년 7,632억원 → ’19년
1조3,504억원으로 큰 폭 증가, ’24년까지 6조원대 달성 목표

[그림 5-1] 연도별 IP금융 현황 (신규공급 기준)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주: 보증기관(신보·기보), 국책·시중은행(7개), 투자기관 대상 집계 (2020년 1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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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하에서는 IP금융서비스 시장의 민간자본 투입 저조, 전문회사
육성 필요, 관련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를 강조
-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 IP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와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금융제도의 부족하며, 이로 인한 지식재산 거래 및 민간자본의 투입이 저조함을 지적
* 중소기업 자금조달 중 기술금융 비중은 6.6% 수준에 불과 (‘07)
- 기술기획부터 금융에 이르기까지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 필요
- 차세대 콘텐츠 발굴을 위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등 금융·투자 활성화 필요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에 따르면, IP 투․융자 : (’11) 350억원 → (’16) 3천억원 / IP 펀드
: (’11) 470억원 → (’15) 7천여억원
- IP 거래 활성화 시책에 따라 시중은행 등의 IP 가치평가에 기초한 보증, 대출, 투자가 확대
* IP금융 투․융자 실적 : (’11년) 350억원 → (’15년) 2,000억원
- IP 거래･금융 시스템이 정비되었으나, 아직 민간시장은 미성숙

○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하에서는 민간 중심 금융 산업 확충 강조
- 민간 중심의 IP 거래 ･금융･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해 IP 투․융자를 ’21년까지 1조원 규모(’16년
3,000억원)로 확대
* IP 투･융자 규모 : (15년) 2,000억원 → (21년) 1조원
* IP 서비스산업 규모 : (15년) 6,400억 → (21년) 8,000억
- IP 금융 거래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거래 시 세제 혜택 및 중개수수료 최저 가이드라인 도입
- 정책자금을 근간으로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IP투자펀드 조성
- ’13년 이후 IP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투·융자 지원 본격화
- 정책자금을 근간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IP 투자펀드 조성
* 지식재산 금융 전체규모: (’18) 7,632억원 → (’19) 1조 3,504억원40)
* IP투자규모 : (’19) 343억원 → (’20~’24) 1.3조원

40) 관계부처합동(2020.7),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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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투자유망IP 발굴 및 창출

IP 투자상품 다양화

IP금융시장으로의 자본유입
유도

시장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저변
마련

중점 추진과제
투자유망 특허발굴 및 제공
대학공공연의 수익화 가능 특허창출 지원
특허수익화를 위한 해외권리 확보 지원
민간 IP투자펀드 조성 유도
개인투자자의 IP직접투자 추진
IP신탁 및 자산유동화 활성화
콘텐츠 IP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
투자 친화적 세제, 수수료 체계 마련
IP담보, 보증 대출 활성화
자금 수요자-공급자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IP금융서비스 지원 플랫폼 설치
투자 친화적 IP보호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저변 확대
IP금융 활동의 국제적 확산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7),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 IP금융기관의 매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은행은 2012년부터 지식재산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9년에는 2,647억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 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초부터 ‘IP-Plus 보증’을 시행중에 있음

<표 5-9> IP 금융기관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매출액
산업은행

38,931,338

기업은행

1,627,500

신용보증기금

339,688

기술신용보증기금

687,880

한국벤처투자

24,800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10,190

주: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ALIO; 한국금융(2020.2.10.)

○ 신보·기보는 특허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특허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 운영
- 신보·기보의 보증서기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제한적이고, 신보는 IP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실적이 저조
- 신보는 SMART3를 활용하여 기업보유특허가 특정등급(B) 이상인 경우, IP담보 없이 보증서
(평균1.6억원)를 발급하는 상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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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담보·보증대출은 산업은행을 필두로 2013년 이후 성장 추세를 보임
- (담보대출) 산업은행(‘13.3~)이 최초로 IP담보대출을 시행했고, 이어 기업은행(’14.4~), 국민은행(’15.3~)도
IP담보대출 시행

○ 모태조합 특허계정에 출자하여 특허기술 사업화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책적 투자대상에
주로 투자하는 IP투자펀드 조성
* (특허계정 정부 출자현황) ’06년 550억원, ’07년 550억원, ’09년 330억원, ’15년 170억원 ’18년
200억원 총 누적 1,800억원

○ 민관 공동 창의자본 조성으로 2011년 특허관리 전문회사 ID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설립,
’11년 자산운용사 아이디브릿지 설립, ’12년 IP전문투자회사 IDV(아이디벤처스)

나. 경쟁 역량
□ 강점
○ IP금융을 통하여 우수IP를 가진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화 기회를 제공
- IP담보대출은 특허권을 담보로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가 금리우대를 받음

○ IP금융은 중소기업이 가진 우수IP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한 우수IP 창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 IP가치평가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화 및 재투자 선순환으로 우수IP창출 기대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은 IP금융산업 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IP거래시장 활성화
- 다양한 IP 금융상품이 개발 및 판매되고, IP가치평가 등 시장 확장

○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지식재산권 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 제공(조경선, 2020)
○ 특허권의 자금융통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기업의 특허의 질 중요성 인식 → 특허품질관리
→ 양질의 특허창출(IP업계 단가 문제해결가능성 있음) → 기업경쟁력 강화 선순환 가능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정부정책기관의 금융에서 민간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정책금융기능제공(보증서 위주 대출에서 지식재산권기반 대출로 유도)
○ 지식재산(기술력)기반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개편 및 국가기술경쟁력 확보기회
○ 과거재무실적 위주 대출에서 지식재산권기반 대출전환(금융산업의 혁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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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 IP금융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
- 최근 5년간 IP보증・담보・투자금액의 68%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 경향

○ IP투자보다는 여전히 IP보증 및 대출 중심으로 IP금융이 이루어지는 한계
- IP금융 활성화 저해 요소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아직 존재하므로 회수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담보IP매입을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등 회수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

○ IP금융보다 여전히 기술금융 중심으로 형성 및 인식되는 경향
- 기술금융을 위한 기업 및 기술의 신용도 평가는 정량적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IP의 잠재적·정성적
가치는 수치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 →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어려움

○ IP금융은 금융기관(민간은행)에서 관치금융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
및 의지가 없으면 시장 유지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내재(조경선, 2020)
○ IP금융 실현에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 및 평가기간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평가비용 지원*
및 평가기관의 평가기간 단축필요
* ’13년 특허권 담보용 가치평가 비용 15백만에서 ’20년 현재 5백만원: 특허청 2.5백만원 지원, 은행 2.5백만
지불함

○ 평가기관의 역량 기반 평가품질차이 및 편차로 인한 시장의 평가신뢰성에 부정적 인식
- 평가기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및 평가역량 확보노력 요구, 품질모니터링시스템구축․운영 필요

○ IP금융상품(특허권 담보대출상품, 보증상품)의 부실 시 채권의 회수(현금화)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중요
- 회수지원기구가 부실 특허권 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지원을 함으로서 금융기관의
회수어려움을 해소해줄 필요
- 특허권 자체가 태생적으로 유동화(현금) 어려운 자산으로 지속적인 특허권 거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지만, 개입 수준에 대한 이견 존재

□ 기회
○ IP금융으로 투자된 자금은 우수IP를 가진 중소기업에 수혈되어 국내 산업 및 기업 보호 역할
- 투자 자금이 산업계로 유입되어, 중소기업의 우수IP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외국자본에 유출 및
흡수되는 것을 방지

○ 혁신기업 창업 및 성장 선순환
- IP금융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IP산업 및 우수IP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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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화 및 재투자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견인 기대

○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IP금융 상품개발·운영·가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신규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민간은행은 신용대출 확대수단으로 특허권 담보대출을 활용(조경선, 2020)
- 특허권보유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신용등급상승요인) 있음
- 민간은행의 특허권기반 담보대출 상품을 정식 금융상품으로 취급시작(예, 정식 담보 금융상품의
경우, 담보물 감정가액의 최소 40%이상을 대출하여야함)
- 민간 금융기관(은행)이 IP금융(특허권담보대출)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 민간 금융기관(은행)에서 지방 민간은행도 2021년도부터 특허권 담보대출* 취급예정
* 특허권 담보대출은 2013년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014년 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에서 시작했으며 2019년
민간금융기관(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
○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처음으로

서울소재

특허권

보유기업

대상으로

보증상품

출시(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재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정 등급이상 특허권을 대상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 위협
○ IP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성격 및 평가방법이 달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IP거래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담보대출 부실 시 담보 IP매각이 어려웠으나, 회수지원기관
도입을 위해 발명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 관련 예산 확보
*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제32조의2~3), 시행령(제15~17조)

○ 평가시장규모(수요) 대비 정부의 과도한 민간 평가기관 지정은 본연의 평가기관 역할(평가의
공공성)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 있음
- 현재 평가시장은 현재 수요자 시장(금융기관)이 아닌 공급자(평가기관)시장인 상황
- 민간 평가기관은 평가의 신뢰성 보다는 수익성을 중요시 하고 경쟁심화는 평가수수료 인하
→평가품질하락→평가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 제기(조경선, 2020)
-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영역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법적 분쟁발생가능성 상존
- 가치산정은 회계학_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 등 전문지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타

이해관계자(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는 특허법인(발명의 평가기관 지정받은 특허법인 포함)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보고서(평가신뢰성)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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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 및 시사점
가. 현안
1) 글로벌 현안
□ 중국
○ 중국은 IP담보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추진
- ’95년 「담보법」으로 IP담보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고, ’06년 특허담보대출 시범사업 시행 후,
’08년 국가지식산권국(SIPO) 주도 IP담보대출 활성화
* ’20년 6월 전국 기준 특허·상표 담보 융자금액은 853억 위안(전년대비 45% 증가), 담보된 권리는 총
4,678개(전년대비 52% 증가)
- 개별 지방정부마다 지식재산거래소가 존재하며, 개별 IP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정책이 있어, 주로
이자할인, 리스크 보조금, 평가비용지원, 담보비용지원, 대출손실보조금 등 존재
* 푸젠성은 특허담보대출 장려를 위해 은행 대출이자의 30~50%를 푸젠성 정부가 지원
* ’14년 중국정부가 설립한 IP운영 전문 국유기업인 ‘베이징 지식재산권 운영관리 유한공사’는 건설은행과 공동으로
IP담보대출 ‘쯔롱바오(智融宝)’를 출시하고, ’20년까지 과학기술 중소기업 1천개 이상 지원 명시

○ 중국 최근 정책
- ’20년 9월 9일 중국 상하이 푸동혁신그룹(浦东科创集团)은 상하이시 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
지원을 받아 ’20년 3월과 8월, 2건의 지식재산권 담보 유동화 증권(ABS)을 발행
* 푸동혁신그룹은 국유대형기업, 반도체, 생물의약, 첨단장비, 항공우주 등 혁신과학기업 등에 투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출 서비스 제공(ABS 발행규모 총 1억 5백만 위안, 특허권 102건)
* 상하이시 IP증권화 융자모델은 국무원이 선정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
- ’20년 9월 1일 중국 광저우시 황푸구(黄埔区)와 광저우개발구(广州开发区)는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분야 IP증권화 상품 출시
* 광저우시는 ’19년 중국 최초로 2019년 광저우개발구 내 11개 민간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103건과 실용신안권
37건을 기초로 한 IP증권화 상품 발행 (3억1백만 위안 규모, 이율 4%)
* 이번 상품은 광저우개발구 정보통신기업 14개가 보유한 특허 103개 라이선스 비용을 기초자산으로 총
2억3,100만 규모로 발행, 대출신청기업에 600만 위안~3,200만 위안의 융자를 차등 지원
* 광저우개발구 금융지주회사를 상품운영자로 지정하고 황푸구와 광저우개발구의 바이오 기업 10개, 특허권
100개 라이선스 비용을 기초자산 총 2억3백만 위안 규모로 설계, 기업에 1천~3천만 융자 지원하고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기간은 3개월 이내
- ’19년 8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
理委员会), 국가판권국(NCAC)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知
识产权质押融资工作的通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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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IP담보융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IP가치평가 및 유동화 어려움
* 은행은 특허, 상표, 저작권 이외에도 지리적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혁신능력 평가체계를 완성
* 은행과 IP집약형 산업단지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 IP금융 서비스 제공
* 은행은 IP담보융자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학적 성과검증 시스템 수립 및
지식재산권 피침해 손실보전 및 침해책임보험 업무 등을 추진

□ 일본
○ 일본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IP기반 자금조달 추진
- ’95년 일본정책투자은행(일본개발은행)에서 IP담보 융자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중단
- ’04년 11월 신탁법 개정으로 IP신탁이 가능하고, 기술 특허를 통한 자본조달의 기반을 마련
- 특허청이 기업의 IP비즈니스 평가서 작성비용을 지원, 금융기관이 평가서를 대출심사에 활용
* 평가보고서는 IP가치 평가가 아닌, IP관점에서 분석한 기업의 강약점으로, 현재 금융기관은 IP담보 없이 대출
시행

○ ’20년 10월 일본 정부는 기업의 기술과 고객 기반 정보 등 무형자산을 사업 가치로 평가해
담보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검토계획 발표
- 현행 일본의 융자제도에서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기준은 여전히 토지, 공장, 설비·기계 같은
유형자산의 담보
* 은행은 추후 회수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기술이 있어도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없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은행 자금 조달 어려움
- 새로운 제도는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노하우, 거래 관계, 특허 등 사업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실시
* 일본 금융청(金融庁)은 오는 11월 ‘민법 상의 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성(法務省)과
협의를 통해 법개정을 검토, ’21년 법제심의회에서 논의 예정

□ 영국
○ 영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IP금융 및 IP가치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 이를 위한
인프라 마련 및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P금융이 여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및 경제성 연구를 지속*
* WIPO가 올해 발간한 「Global Innovation Index: Who Will Finance Innovation?」에 소개된 UK IPO의
Intellectual Property As An Asset for Financing Innovation 원고 내용
- (인식 제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양측 모두 IP의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 IP를 활용한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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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구축) IP가치평가의 영향력 및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IP가치평가를 위한 국가 및 글로벌 단위의 데이터 구축 및 공유의 중요성 강조
- (파트너십 강화) 전통적으로 금융산업과 IP는 비밀유지, 객관성, 보안이 중요시되므로 시간을
투자하여 파트너십 강화 필요
* UK IPO-시중은행의 파트너십으로 사업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
* UK IPO-IP 보유기업의 파트너십으로 IP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발전과정을 기업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내 현안
○ IP금융을 통한 자산으로서의 IP인식 강화
- IP자산이 금융의 대상으로서 활용되면, R&D 결과물로 산출되는 IP의 품질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높아짐
- 이전에는 특허출원 비용에 대한 예산 제약과 인식 부족으로 청구항이 부실한 특허가 생산되는
사례 많았음
- IP금융을 통하여 자산으로서의 IP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 특허 가치를 결정하는 출원과정에
대한 시각도 전환되어 권리형성 과정을 비용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인식
- IP자산 보유자인 초기창업·중소기업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원으로 인식되어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생태계 진화를 위한 인프라로 자리매김

○ 해외특허출원 인식 제고
- 비용 부담이 크지만 해외특허 확보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어 투자가치가 높은 IP창출 필요
- 해외 큰 기업 상대 특허소송 진행 시 연평균 20억 비용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
어렵고, 우수IP가 있어도 침해당하면 소용없으므로, 특허소송 전문기업 도움 필요
* 특허출원 건수가 카이스트, 서울대 등이 각각 연간 천여 건이 넘지만 해외출원은 저조, 반면 미국의 경우 각
대학의 특허출원건은 300건 정도이지만 대부분 해외출원 동시 진행
- 외국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시 해외특허가 있어야 승소할 확률이 높고, 특히 국내·해외 출원
시점(국내특허를 출원하고 1년 이내에 해외특허 출원한 것과 1년 지나서 한 것)은 큰 차이
- 자금이 부족하거나 방법을 모를 경우 특허소송 전문기업에 상담을 통해 경쟁력 확보

○ IP거래시장 활성화
- IP가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IP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품질의 IP자산 유입으로 IP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 IP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IP자산이 유입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위험을
수용하고자하는 다양한 금융기관 적극적인 참여 필요
- 기술개발 및 권리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식재산 영역과 위험-수익 관점에서 투자대상을 평가하는
금융영역과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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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 금융대상을 부동산, 보증서, 재무실적 기반에서 지식재산권(기술)으로 확대
○ 특허권 기반 대출상품 이외에 저작권, 상표권,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신품종 및 종자
등 다양한 지식재산기반의 금융상품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는 법률적, 정책적, 제도적 지원마련
- 현재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상품은 특허권 기반 담보대출 상품(은행)과 보증상품(신용보증기관과
기술보증기금)정도이며 대출과 투자가 혼합된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이 IP직접
투자상품(특허청 모태펀드)으로 운영

○ 정부(특허청 및 중기부)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기반 금융상품 출시 지원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금융기관 또는 투자기관이 자발적인
지식재산기반 금융 및 투자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동기부여) 마련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관치금융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함)
- 현재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은 크게 특허권 담보대출상품(은행) 및 특허권 기반 담보부
보증상품(신용보증기금) 두 가지가 있음

□ 기존 은행권 금융상품에 비해 위험이 있는 지식재산기반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보전하는 지속적인 지원필요
○ 특허권 담보대출상품의 부실채권 시 손실보전을 위한 회수지원기구 운영 중이나 지속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이슈 존재
○ 위험이 있는 지식재산기반 금융상품은 취급은행에게 금리를 높게 책정(시장논리 적용) 하고
그 차이를 회수지원기구가 지원하거나 별도의 정부지원책을 마련 필요
- (지식재산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바, 특허청이외
중기부(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에 참여 시키도록 할 필요 있음)

□ 지식재산평가기관(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신뢰성(평가품질)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주관기관의 모니터링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평가보고서의 신뢰성(품질관리)은 평가보고서 이용자(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등)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음
- 현재 평가보고서 품질관리는 평가기관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몇몇
기술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평가보고서 공급자)이 하고 있음
- 평가보고서의 품질 또는 신뢰성은 평가보고서 이용자(수요자)가 결정하며, 평가기관은 지식재산 시장에서
의사결정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또는 지식재산의 공정 거래 지원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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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기반 금융상품 개발 및 교육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육성책 마련
○ 지속가능한 지식재산금융을 위해서 금융상품개발과 전문가 인력 양성은 필수
- 지식재산기반 금융상품개발은 해당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바, 금융기관의 상품개발/심사역 및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전문가(이공계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률전문가)등으로 구성 필요

□ 다양한 금융 상품 패키지 개발이 필요41)
○ 지식재산권과 이를 창출 및 활용하려는 수명주기에 따라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름
- 초기에는 투자 중심(equity financing), 2단계는 융자 중심(debt financing) 등 단계별 적절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적용
- 투자형, 융자형 모두를 고려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상품 패키지 필요

□ 은행, 금융위 등 주요 플레이어 간 중개 역할 가능 주체의 육성42)
○ 국내 지식재산금융 분야의 주요 주체는 금융위원회,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ID) 등이 있음
- 주요 플레이어 별 전문분야가 상이한데,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주체의 필요성이 커짐
- 한국지식재산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개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주체가 더욱 많이 등장해야 함
* 최근 민간 플레이어는 흥국생명 투자펀드, 와디즈, 성장사다리, 모태펀드 등이 있음

<표 5-10> 현안 및 정책 니즈
현안

정책니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특허 출원 및 확보 필요

해외출원·확보에 대한 지원

민간금융 확대 필요

기관 중개풀 형성, 지재권 전문가 육성

금융상의 제약조건이 많음

자율적, 혁신적 금융을 위한 생태계 조성

41) 최철(2020)
42) 최철(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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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재산거래서비스
1. 개요 및 특징
가. 지식재산평가업(IP 평가업)
□ IP 평가업의 이해
○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경제적, 기술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금액이나
등급 혹은 점수 등으로 감정·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
○ 지식재산을 임대하거나 중개할 때 필요한 가치평가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등이 IP 평가업에
포함되는 업무임(특허청, 2018:7)
-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중개·보증보험업 등과 연결되어서 수행될 경우에는 임대·중개·
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한국발명진흥회와 같이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기업도
포함됨(특허청, 2018:7)

□ IP 평가업의 특징
○ 지식재산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시장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다른 서비스업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전문인력 수요가 높음43)
○ ’17년 기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기업들의 20% 내외가 IP 평가업을 사업 범위로 두고 있음
- 860개 기업 중에서 236개(27.4%)가 IP 평가업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IP 서비스 전문기업이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17년 기준, IP 평가업의 매출 비중과 전문인력 수는 여전히 부족함
- 매출액은 92,347백만 원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함
- 지식재산 전문인력(N=14,124) 중에서 IP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비중은 3.6%임
- 향후 2년 이내에 필요인력은 263명으로44)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임

나.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의 이해
○ 지식재산 소유자(공급자)가 적정 활용자(수요자)에게 지식재산을 양도하거나, 지식재산의
43) 특허청, 2018
44) 특허청,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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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사용을 허가하고,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을 이전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원만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중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활동(특허청, 2018:7)
○ 지식재산 거래를 기획하고, 거래 조건을 조율하거나, 기술마케팅 통해 지식재산 가치를 측정
및 제고하는 활동, 지식재산 거래의 사후관리 활동 등이 포함(특허청, 2018:7)
-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단체가 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에 포함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의 규모와 구조
○ 지식재산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약 12% 정도(약 1,9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 의미에서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의 규모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특허청, 2018:34)
○ 특허청(2018:17)에 따르면, ’17년 기준,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내 조직들(공공기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특허사무소, 지식재산서비스 금융기관 등)의 20.4%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을 수행
- 조직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은 전체 251개 기업 중 23.9%, 특허사무소는
563개소 중 16.6%, 공공기관은 40개 기관 중 51.7%, 지식재산 금융기관은 6개 기관 중 16.7%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기관들이(51.7%)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유형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수(프리랜서 제외)는 ’17년 기준
약 850명이며, 이는 전체 지식재산 전문인력 14,124명(프리랜서 포함 17,562)의 6%에
해당(특허청, 2018:40)
- 조직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약 38.1%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담당 인력이며,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은 7.4%, 지식재산서비스 금융기관 0.8%, 특허사무소
0.4%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담당 인력
- ’17년 기준 향후 2년의 산업 현황 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서비스 전체의 필요인력 규모(2,308명) 대비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내에 필요인력은
133명으로 약 5.8%
- 이는 현재 해당 유형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비중과 유사(전체 14,124명 중 약 850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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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및 한계
가. IP 평가업
1) 성장(전개)
□ ｢지식재산기본법｣(제27조) 하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확립 및 시장 조성
○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 및 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지식재산기본법」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지식재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IP 평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성장속도는 정체
○ IP 평가업 매출 규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3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감률은 7.4%에 그침
- 성장 속도가 정체되고 있는 현상은 지식재산서비스업 전체 매출에서 IP 평가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3.7%에서 2017년 5.5%로 급격하게 낮아짐
- 단, 2017년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운영업’과 ‘지식재산 유통업’이 지식재산 실태조사에
포함되면서 기존 지식재산서비스 산업별 매출 비중이 감소

[그림 5-2] IP 평가업 매출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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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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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비중

□ IP 평가업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
○ IP 평가시장 매출액 비중은 공공기관, 특허사무소, IP 서비스 전문기업, IP 금융기관 순임
- ’13년 기준, IP 평가업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는 81.8%로 대부분을 차지
- IP 평가업에서 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이유는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 주도로
IP 평가 시장이 육성되었던 것을 근본적인 이유로 해석

[그림 5-3] 기관 유형별 IP평가업 매출액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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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2018)

○ 국내 기술평가는 기술금융지원, 벤처기업 육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해 옴45)
- ’86년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KIBO)이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금융과 관련된 기술평가가 확대되기 시작
- ’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기술평가 수요가 증가
- ｢발명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된 이후에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술평가시장이 빠르게 성장

45) 김성윤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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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기술평가 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및 지원사업

자료: 김성윤 외(2011)

2) 경쟁역량
□ 긍정적 역량
○ 다수의 평가기관들이 IP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네트워크 구성, 전문인력 확보,
외부자문위원 Pool 구성 등의 노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강점) 기술평가기관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IP평가의 품질을 높임
- (i)KIBO(기술보증기금)는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이 아닌 무형 자산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시스템(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자체적으로
개발(‘05)하고, 지속적으로 예측치를 높이는 보완을 수행
- 평가목적에 따라서 KTRS-SM(창업기업용), KTRS-BM(소규모기업용), 녹색기술평가모형(GRTS),
특허등급평가시스템(KPAS)등 평가모형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기술평가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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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KTRS 등급 산출 과정

자료 : KIBO(2020)

-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AI기반 KPAS개발을 통해 AI기술로 자동 특허 등급 평가 서비스 개발46)을
통해, 딥러닝 기반 IP평가시간을 대폭 축소

[그림 5-6] 특허자동평가 프로세스

자료 : KIBO(2020)

- 기술평가 전문인력과 외부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를 추구하는데, ’19년 기준,
기술평가전담인력47)은 688명이고, 그 중에서 박사급 인력은 257명(37%)이며,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단(총 980명)을 운영
- ’97년부터 ’19년 말까지 총 71만여 건의 기술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기술평가는 총 37,659건을 수행함

46) KIBO(2020)
47) 기술평가 전담인력: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기술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3급 이상 자격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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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
(단위: 건)

자료 : KIBO(2019)

- (ii)한국발명진흥회는 SMART3(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를
개발해서 국가R&D 성과평가, IP-기술 금융, 특허관리, 특허기술거래, 경쟁사 분석에 활용함
-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기술분류별로 평가 모델을 구축하였고, 개별 특허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함
- 한국, 미국, 유럽 등의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9등급(AAA~C)으로
평가를 부여함
- 특허분석 서비스는 특허 청구항 분석맵, 인용/피인용 맵, 패밀리 특허 맵, 기업특허경쟁력 분석
등을 통해 특허 네트워크 및 질적분석 결과를 제공함
- (iii)KISTI는 자체 개발한 STAR(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Analysis for R&D)-Value
(현재 STAR-Value Plus 5.0) 시스템*으로 데이터 기반 기술가치평가 역량을 보유48)
* 지속적으로 기술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관련 특허를 ’19년 기준 10건(딥러닝 기반 평가방법 및 장치, 유사기업
선정 기반 시장규모 및 예상 매출액 추정장치 및 방법 등49)) 보유
- STAR-Value Plus 5.0는 특허정보(KIPRIS, NDSL), 기업재무정보(기업데이터(KED), NICE),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등 데이터의 최신성과 객관성 확보
- (iv)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 KED)는 기업 DB를 활용해 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분석하고, 기술성장성 및 시장전략을 연계하여 IP 평가를 수행함50)
- KED는 800만개가 넘는 기업 DB와 250명 조사평가 전문인력을 가지고,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전국 11개 평가지사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평가시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신뢰도를 높임

48) http://www.starvalue.or.kr/itechvalue/wsp/about/about.jsp
49) http://www.starvalue.or.kr/itechvalue/wsp/about/about.jsp
50) http://www.kedtcb.com/#/KTX0101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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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평가(Technology Credit Bureau;TCB)*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해 TCB가 도입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부터 TCB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 지정:기술신용보증기금(KIBO),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NICE), ㈜이크레더블
등이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선정51)
- (v)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술평가를 위해 인적(전담조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분야 품종별 특징을 고려한 기술평가모델을 특허로 등록하고 활용
- (vi)산업은행의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수십년간 여신지원을 수행하면서 기술 평가서 DB를
구축하여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

○ (기회)지식재산 가치가 증가하고 공공과 민간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 평가에 대한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52)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우수 기술기업과 지식재산권 수익화를 위해 총 5000억원의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
펀드 조성 계획, KIBO IP보증 시장규모가 약 7,240억원(2019년 기준), 특허청 IP투자액 규모가 2019년 기준
약 1,900억원53)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금융환경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시 IP평가결과를 참조하는 등 IP평가의 수요가 증가
- 은행의 기술금융을 위한 평가서,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서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시중은행에서도 기술(IP)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평가부서 구축을 시도
-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지식재산 기본계획 등54)에 지식재산 평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반영55)하고,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해 수요기반 인터뷰 및 시장성 평가를 지원하고, 실제
평가·거래된 기술정보의 빅데이터化 및 AI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그림 5-8] AI 기술평가 시스템(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51) 금융위원회(2015)
52) 류태규 외(2013)
53)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4/442671/
54) 이외에도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정책으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18.5)’,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종합대책(’18.12)’, ‘혁신금융 비전선
포식(’19.2)’, ‘지식재산금융투자 활성화 전략(’20.7)’ 등이 있음
55) 관계부처 합동(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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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역량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본질적으로 현재시점에서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평가인력의 전문지식, 경험 등의 역량이 중요
○ 국내 관련 시장은 정부주도형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가 구축되어서 시장 자율성이 낮고,
사회적 수용성도 낮음56)
○ (약점) 전문 IP평가 수행에 대한 높은 수요와 관심에 비해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부족함
-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들은 인력 순환배치로 평가인력 전문성 축적에 제약이 있으며,
IP평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의 한계가 존재
- 공공기관의 경우, 특허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경우에 따라 IP평가시 권리성 분석을 위해
외부 특허법인 활용하는 경향

○ (위기) 부처별, 평가기관별 상이한 기준, 평가 선정 기준 부재 등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음57)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이전법｣ 근거 기술평가체계를 주도,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차원에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성과평가 관점에서 시행
- KIBO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내용 및 목적이 상이
- 다수의 부처가 상이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어서 평가기관 지정 및 관리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표 5-11> 관계법령에 의한 국내 기술평가기관 현황
평가제도

기술가치평가

근거법령
기술의 이전 및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목적

관계중앙행정기관

기술이전거래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거래)

사업화
촉진법(제35조)

지정 기술평가기관

기술가치평가

촉진

기술가치평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대통령령 지정

산업재산권 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특별조치법(제6조)

기술평가기관

가격 결정

현물 출자

기술평가(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당해기술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평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56) 박재영(2019)
57) 전범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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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정책수행 및
금융지원

금융위원회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중소기업부

평가제도
기술평가(발명의
사업화)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목적

특허청장지정

발명 사업화를 위한

발명기술의 사업화

기술평가기관

기술성·사업성 평가

촉진

기술영향 및

과학기술기본법(제2

한국과학기술기획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수준평가

0조)

평가원

기술수준 평가

소관부처

연구기획에 반영

특허청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0)

- 특히,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은 수요자-공급자 간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크고,
기술평가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평가단가 하락, 평가결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공공기관 평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하는 민간기관의 IP평가비용도 낮아져서 IP평가 품질이
하락
- 전문가 역량에 따라 기술차별성 분석, 시장성분석 및 가치산정의 적합성의 편차가 큼
- 융합적인 지식재산 평가 전문인력 육성 과정이 부재*하고, 자격제도의 신뢰성이 낮음58)
*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기업·기술가치 평가사, 한국기업평가원의 기업가치평가사
등이 있지만, 실제 지식재산가치 평가 전문성 검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적정 전문가 육성에 한계
- 금융위원회가 도입한(’14) TCB가 신용등급(물적담보, 재무건정성이 우수한 기업에 높은 기술평가
등급 부여)에 따라 최종 평가 등급이 결정되어 신용이 부족한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은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59)
- 시중은행이 소액 위탁하는 TCB평가는 낮은 IP가치평가 단가 적용으로 부실한 평가가 초래

<표 5-12> IP평가와 TCB평가 비교
구분

IP가치평가

TCB평가

용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IP담보·보증·투자

TCB평가 기반 신용대출

평가결과

IP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

기술신용등급 도출

비용

500~1,500만 원

100만원

평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등

평가자

분야별 전문인력 4명으로 구성

TCB의 기술평가사

평가기간

4~6주 소요

40분 소요

보고서 분량

100 page 내외

20page 내외

평가항목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사업 역량 및 기술 경쟁력

자료: 박재영(2019)
58) 전범재(2018)
59) 박재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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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1) 성장(전개)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前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
○ 관련 분야 매출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매출액이 약 5.3배,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내 비중은 약 1.9배 증가
-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매출액 성장 규모 및 성장 속도는 2011~2017년 기간 동안 성장세가
둔화*하는 데 비해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의 성장 속도는 오히려 강화**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약 4,105억 원(‘11), 6,359억 원(’13), 9,914억 원(‘17)으로60), 2011년과 2013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 24.5%, 2013년과 2017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 11.7%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매출의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내 비중은 2011년~2013년 8.5%에서 6.2%로 약
2.3% 감소했으나, 2013년~2017년에는 6.2%에서 11.7%로 5.5%가량 증가

60) 지식재산 출원, 등록 및 분쟁, 소송 대리 제외. 지식재산 법률 대리 매출 포함할 경우는 약 1조 6,923억 원. (특허청, 2018) 이 수치를 반영할
경우, 2011년과 2013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24.5%, 2013년과 2017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27.7%로 변화. 그러나 여전히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의 성장 속도는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의 성장 속도에 비하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
업이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성장을 크게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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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매출액 규모 변화
(단위: 백만 원)

자료: 특허청(2012, 2014, 2018)

- 특히, 지식재산서비스업구조 변화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운영업’과 ‘지식재산
유통업’이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에 포함(‘17)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의 증가61)
- 산업 내 해당 사업 유형의 위상이 매우 격상되고 있으며,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기존의 지식재산 거래사업이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등이 등장했으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시장의 인식도 개선된 결과로 해석 가능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과 특허사무소 중심으로 시장 형성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중심에서 해당 전문기업 및 특허사무소 중심으로 확대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시장 비중은 2011년에 66.5%에서 2013년 53.7%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규모로는 233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감소
- 동기간 특허사무소는 76억 원(21.8%)에서 169억 원(45.2%)으로 급격하게 증가

61) 이는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매출 규모에서 지식재산 법률 대리 매출을 제외하면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하는데, 2017년 전체 지식재산서비
스산업 매출액을 지식재산 법률 대리 매출을 제외한 9.914억 원으로 보면,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매출 규모는 전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의 19.9%를 차지하게 되어, 5.5%가 아닌 13.7%의 증가로 볼 수 있음. 어떤 경우에도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의 매출 규모 및 산업
내 비중의 성장이 매우 급격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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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매출액 구성 변화
(단위: 백만 원)

자료: 특허청(2012, 2014, 2018)

□ 전문인력 규모의 완만한 증가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의 전문인력 규모는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약 850명(전체
14,124명의 6%, 프리랜서 포함하면 17,5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지식재산 이전, 거래/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2011년 743명(전체 9,165명, 프리랜서
포함하면 10,194명), 2013년 494명(전체 11,513명, 프리랜서 포함하면 12,451명)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유형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규모 면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해당 산업의
정의가 더 정밀하게 구분됨에 따라(2011년은 지식재산 이전 및 거래/임대, 2013년은 지식재산
이전/거래, 2017년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 특정 전문인력의 포함 여부가 종사자 수 변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이 외면적으로 대폭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소폭 성장한 것은, 해당 인력들의 생산성이 높았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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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내 전문인력 종사자 수 변화62)
(단위: 명)

자료: 특허청(2012, 2014, 2018)

□ 공공기관 중심의 전문인력 채용 구조
○ 전문인력이 소속된 조직의 유형을 살펴보면, 관련 공공기관이 가장 큰 비중(61.1%, ’17)을
차지
- 공공기관 근무 전문인력 중 38.1%(‘17)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특허사무소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0.4%만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능이
점차 공공기관의 역할로 인지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전문인력은 약 7.4%가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서비스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은 0.8%만이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을 담당

[그림 5-12]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내 전문인력 종사자의 조직유형 변화
(단위: 명)

자료: 특허청(2012, 2014, 2018)

62) 2011년, 2013년은 프리랜서 포함, 2017년은 프리랜서 제외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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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역량
□ 긍정적 역량
○ (강점) 대표적인 지식재산 중개 기관으로 기술거래기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기술이전)
-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기반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발굴과 R&D
지원, 자금 유치 및 조달 등의 역할을 수행
* 공공기관 15개, 테크노파크 18개, 산학기관 2개, 민간거래기관 100개로 총 135개의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음63)
- 사업화전문회사는 전체 35개로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지식재산의 거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유치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음64)
- 등록된 거래기관은 국가기술은행(NTB) 관련 사업, 연구개발(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다양한 정부사업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획득

○ (강점) 특허청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신약 후보 물질이나 전기전자·콘텐츠 등 4차산업의
핵심기술 및 소재와 관련된 특허 등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 중개를 위한 전문 플랫폼 출시를
위해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 추진 발표65)
- 지식재산 거래와 투자를 위한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 가격을 확정시키며, 그를 통해 기술탈취
등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 발생할 때, 배상기준이 마련되어 근본적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가격이 확정된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 정도를 시장가격이 반영함에
따라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기술고도화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정한 가치로 투자받거나** 대출하는 등의 자금 융통이 원활해질 수 있음을 시사
* ’19년 바이오 벤처 브릿지바이오는 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신약후보물질을 기술수출하였고,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음
**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은 글로벌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약 1조9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음
- ’20년 내 특허법인과 벤처캐피털(VC) 등을 민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6개의
민간 거래기관을 출범시키고, `25년까지 총 36개로 확대 예정
- ’19년 민간 거래기관 두 곳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한 해 동안 거래기관당 계약 건수는
45건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음
- ’19년 기준 민간거래기관은 전체 133개 중 97개(72.9%)이지만, 민간거래기관에 의해 성사된 거래는
전체 거래 대비 22%에 불과
-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을 통해 출범할 민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기관은
63) 기술은행 홈페이지 (https://www.ntb.kr/tba/selectTechDealOrganList.do)
64) 기술은행 홈페이지 (https://www.ntb.kr/tba/selectTechDealOrganList.do)
65)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중개 플랫폼 36개 만든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B5YMVB 서울경제.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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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공급자(일반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
이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회)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은* 지식재산 생태계에서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으며66) 특히 지식재산 임대 및 중계업의 다양한 혁신과 성장이 기대됨67)
* ’19년 지식재산전략협의회가 수립한 전략.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기업 전략을 논의하고자 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구성·운영. 주요 기업의 CEO, 대학 총장·학장,
연구기관의 기관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전략: ①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②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③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④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을 포함한 세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투자를 ’18년까지 누적 0.5조 원→ ’23년까지 1.1조 원으로 확대
** 매년 AI,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스타트업 10개 사에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가치평가, IP 분쟁 대응,
특허기술 이전, 모태펀드 투자 등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민관 공동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 회수전문기구 신설, 지식재산서비스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지식재산 적정 대리비용
권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규모를 (’19) 1.7조 원 → (’23) 3조 원까지 성장 추진목표 수립
-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사업 확대, 지재권 침해 발생 시 적극 지원 등을 추진
* 지식재산 출원·수익화 지원 펀드를 (’19) 125억 원→ (’23) 200억 원 조성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펀드는 (’19) 500억 원 → (’23) 5,000억 원까지 조성

○ (기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의 지식재산·기술 이전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 중

66)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현안과 방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미래전략연구실 임효정. 2020. 8. 18.)
67)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현안과 방향(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임효정. 2020. 8. 18.)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생태계
혁신에 나선다(특허청 보도자료, `19.3.27)를 발췌한 내용을 인용 (보도자료 원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30&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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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지식재산/기술거래 관련 계획 내용
계획

제7차 (`20~`2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2017~2021)

(`16~`20)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추진
방향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

기술-제품-시장 간극 해소

기획·평가·관리체계 강화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연구기반 내실화
·규제 개선 및 정보개방·서비스 확대

양에서 질 중심의 IP 창출로 전환, 민간
주요

시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중심의 IP 거래·금융·서비스산업 확충,
IP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 IP

내용

사업화 투자 확대,

가치존중 및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장진출-판로확대

실현, 국내시장을 넘어 IP의 해외진출
확대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개선,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을
최소화(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성과 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기술료 등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자료: 제7차 (`20~`22)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17~2021),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 (기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필요와 기대가 재조명되며
수립된 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주요 정책방향 및 성과목표 중 하나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거래·금융·서비스 산업 확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음68)
*(지식재산 투·융자 규모) `15년의 2,000억 원에서 `21년까지 1조 원 달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규모는 `15년
6,400억 원에서 `21년까지 8,000억 원 달성, 이를 위해 `17년부터 `21년까지 총 4조 749억 원의 재정 투입
*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21년 기간 동안 투입되는 재정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조 6천억 원,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79,076명과 63,389명

□ 주로 정부주도형 시장 육성정책에 의해 성장해온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최근 시장
수요를 중소기업이 견인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남
○ 사업 발주처별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은 `11년 42.9%, `13년
33.1%, `17년 16.8%로 계속 감소
- 반면, 지식재산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은 `11년 32.4%, `13년 44.3%, `17년 46.9%로 계속
증가해왔으며, 중소기업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공정하고 역동적인 지식재산 시장 조성을 목표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와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주요 과제 제시69)

68)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9)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현안과 방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미래전략연구실 임효정.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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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으로는 정책금융 IP 투자
펀드 조성, IP 기반 자금조달 지원, IP 담보대출 표준 기준 마련, IP 신탁업 신설 및 IP 투자
세제 혜택 강화 추진,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 등이 진행
-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IP 디딤돌 사업 (창업 아이템 도출 지원), IP 나래
사업 (창업기업의 IP 포트폴리오 구축·고도화 지원), IP 서비스 R&D 지원,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 운영 등의 지원정책 및 사업을 운영

□ 부정적 역량
○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관련 공공기관과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사업 영역이 일정부분
중복되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 발생70)
- 국내의 협소한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시장에서 중소 변리사무소, 국내 진출한 국제기업, 대다수의
영세업체가 과도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황
- 과도한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서비스의 평균단가는 오히려 하락했으며(`17년 대비 `18년), 이는
경쟁이 서비스 품질의 개선보다 수익성을 위협하는 출혈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음
- 서비스의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시장 내 공급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
- 과도한 경쟁은 서비스 단가를 낮추고, 이는 다시 인건비 절감으로 연결되며, 결국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서비스로 귀결되어 해당 산업 서비스의 수요와 시장의 성장을 저해

○ 기업은 우수한 R&D 성과를 발굴하고 이전하여 적시에 사업화할 수 있어야 하나, 급변하는
환경에 비해 기술이전 제도는 경직되어 있음71)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이뤄지는데, 기업들은
추가개발 및 인증획득 등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적인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난항
- 신기술을 이전하여 적용한 제품은 인증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 비용 확보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구매실적 부족으로 시장진입과 판로 개척이 어려움
* 중소기업 대출 애로사항: 까다로운 심사(31.8%),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19.4%),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16.3%)
(중기중앙회, ‘17)

○ 장기적으로 민간의 지식재산 기술거래시장 현황정보의 수집을 위해 민간의 중개 기관과
기업들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상설·개방형 기술거래장터를 표방하며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 유통환경구축, 지식산업화 등 기술
인프라 구축과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본 유치활동 등 수행하며, 3대 기술거래시장
(기술이전시장, 거래시장, 투자시장)을 개설하여 운영
- 기술가치평가, 벤처기업주식가치 평가를 시행했고,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기법에 대한 개발과 보급,
70)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현안과 방향(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임효정. 2020. 8. 18.)
71) 제7차 (`20~`22)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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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거래, 평가, 마케팅 전문가 양성
- 한국기술거래소의 실패 요인으로는 기술공급 대비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실적 부족, 초기 금융적
지원 부족, 민간 참여 부족 등이 지적됨

[그림 5-13] 기업·기술거래 플랫폼에서의 기술평가72)

□ 저성장 뉴노멀 국면과 글로벌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위기감 고조
○ 중국의 급속성장 및 추격, 일본의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압박 등 샌드위치 상태이며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산재73)
○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39개국 중 25위를
기록
- AI, 스마트제조업 관련 특허창출은 취약한 반면,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보호 역량 등 문제

○ (정부 대응)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 신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16),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16) 등 마련
-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의 유연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률 시스템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

○ (민간대응) 4차 산업관련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투자대비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
- 일부 대기업 중심 ICT 융합사업 추진 중이나 소프트웨어 등은 외산 다수

72) 박재영(2019)
73)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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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산업혁명 위기에 대한 민간 원인분석74)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3. 현안 및 시사점
가. 현안
□ (공공기관 중심)공공중심의 IP평가시장 형성으로 시장의 자율성 낮음
○ 공공기관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순환배치 등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수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IP평가에 대한 수요자는 기술거래 목적보다는 벤처 인증이나 정부지원자금 조달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IP평가 수준을 원하기보다는 단가가 낮은 IP평가를 원함
○ 일부 민간 IP 전문가는 IP평가 단가가 계속 낮아져서 기술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IP평가가
어렵고, 많은 민간기업이 IP평가 시장을 떠나고 말함
○ 공공 기술평가기관이 다수 지정되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업무범위 및 기술평가에
대한 대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해서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낮은 평가 신뢰도) 부처별 상이한 평가 기준, 높은 불확실성, 전문가 역량에 따른 큰
편차 등으로 인해 IP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IP평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이 다르고, 상이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어서 평가기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서 객관성이 떨어짐
○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크고 외부효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움
7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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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도 기술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IP평가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음
○ TCB는 기술평가보다는 신용도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은 외부용역
형태로 소액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
○ IP평가 관련 국가자격증이 없고, 민간 자격은 단기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전문가 육성이 어려움

□ (과도한 출혈 경쟁) 지식재산 임대 및 중개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업 영역이
중복되며, 협소한 시장 내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까지 이뤄지며 공공기관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기업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음
○ 지식재산서비스 평균단가는 감소했으며, 서비스 품질의 개선은 요원한 상황
○ 서비스의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시장 내 공급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
○ 과도한 경쟁은 서비스 단가를 낮추고, 이는 다시 인건비 절감으로 연결, 부가가치 낮은
사업으로 전락하여 해당 산업 서비스의 수요와 시장의 성장을 저해

□ (기술이전 제도의 경직성)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달리, 기술이전 제도는 경직되어
기업이 우수한 R&D 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기술이전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 등의 사업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자금확보가 이뤄지지 않음

나. 시사점
□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IP 평가제도 개선
○공공부문은 불확실성이 높거나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IP평가서비스를 제공함
○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평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IP자산가치를 공개함으로서
합리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필요함
○ 기술평가기관 선정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이 필요함(기술평가부터 ~ 자금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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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평가 품질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 무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은 기술평가기관이나 기술평가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도록
｢상법｣을 개정하거나 ｢기술이전법｣을 개정함
○ 좀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감정평가업자의 무형자산 감정은 허용하고, 결과의 활용범위는
제한함(ex. 기술담보대출)
○ IP평가 자격 취득 절차를 규정화하고, 자격 보유에 있어 배타적인 업무영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5-14> 현안 및 정책 니즈
현안

정책니즈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순환배치로 질적인

Ÿ

IP평가 관련 예산 확대

기술평가 어려움

Ÿ

IP평가 전문가 역량 축적을 위한 제도 마련

Ÿ

공공 기술평가기관 업무 영역 축소

기술평가 수요 감소 및 형식적인 기술평가

Ÿ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거래 플랫폼 마련(기술평가 투명성 강화,
평가-자금지원 연계)

공공 기술평가기관 과당경쟁 및 상이한 선정기준

Ÿ
Ÿ

기술평가기관 선정 기준 일원화
기술평가플랫폼 통합

높은 불확실성 및 외부효과

Ÿ

지속적인 기술평가 모델 개발

감정평가업자의 기술평가 신뢰성 낮음

Ÿ

기술평가전문기관만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법｣, ｢기술이전법｣ 개정

IP평가 관련 자격증 신뢰도 낮음

Ÿ
Ÿ

민간 자격증을 국가자격증로 격상
IP평가 자격증 취득 절차 규정화

IP 임대 및 중개업 내 과도한 출혈 경쟁

Ÿ
Ÿ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분야를 특화
서비스의 적정한 보상 수준 산정 및 공급자 수익 보장 방안 마련 시급

Ÿ

기술이전이 이뤄진 기업들의 사업화 과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후속 자금 지원 제도 보완

기술이전 관련 제도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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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지식재산 정보성
제1절 개요 및 특징
1. 개요
□ 범위 및 분류
○ 현재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규정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 법률 대리업, 지식재산 평가·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유통업,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등의 산업활동 포함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동 법에 따라 산업 특수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운영업을 하위분류에 포함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은 3개 중분류, 4개 소분류로 구성됨
- (중분류)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지식재산 정보 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으로 구성
- (소분류)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지식재산 정보 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식재산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으로 구성

<표 6-1>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분류
중분류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지식재산 정보 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
스업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
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소분류

산업정의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지식재산 정보 조사·자료처리,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
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재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
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
는 산업 활동

자료: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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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상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음
- 지식재산정보서비스협회는

산업분류가

아닌

업무영역으로

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정보서비스협회는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에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을 포함

<표 6-2>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정의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
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
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자료: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 본 연구는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에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을 포함하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운영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시장의 특징
○ (사업영역)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경합이 발생하고 있음
- 공공부문인 한국특허정보원과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특허정보
수요자에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민간기업과 직접적으로 업무 영역의 경합이 발생함
- 지식재산권 정보 수집･가공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여, 공공부문에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사제도)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전정화, 2017)
- 지식재산 인력 중 법률서비스, 경영서비스(사업화, 가치평가 등), 교육서비스 인력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서비스 실무자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실무형 교육의 부재, 일방적 지식전달 형태의 교육방식, 교육인프라 부족 산업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보(Data)의 가공과 제공방식이 공공부문의 타 기관과 차이점이 있음
- 공공부문에서 정보(Data)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통계청(통계정보)과 금융감독원(외감기업
재무정보)이 있으며, 각 기관은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
- 다만 공개되는 정보의 가공과 제공방식은 현재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과는 크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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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유형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박진
외, 2013)
- 공익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경우(1유형),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경우(2유형), 수익성은
높지만 공익성이 낮은 경우(3유형),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낮은 경우(4유형)

<표 6-3>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4가지 유형
구분

수익성(低)

수익성(高)

공익성(高)

1유형

2유형

공익성(低)

4유형

3유형

자료: 박진 외(2013)

○ 공익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구분된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1유형 : 과소공급 해소)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 해당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시장에 참여
- (2유형 : 시장견제) 수익성이 높아서 시장에 민간사업자가 존재하지만 시장논리에 의존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의 측면에서 공익성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의 민간기업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
- (3유형 : 교차보조)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타 공익사업이나 기관운영비 등 다른 목적의
재원마련을 위해 시장에 참여
- (4유형 : 유휴자원 활용) 공익성과 수익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에 참여

○ 각 유형은 8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1유형 : 사회정책 목표) 수익성이 없는 상황이나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책 수요자인 민간에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함
- (1-2유형 : 산업정책 목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되나 단기적 불확실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민간에 융자 또는 이차보전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2-1유형 : 비대칭 정보 해소) 공공기관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민간이 시장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 수요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임
- (2-2유형 : 불완전경쟁 해소)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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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 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함
- (3-1유형 : 공적사업)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얻은 수익이 타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공공성은 낮지만 타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재원마련을 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면세점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임
- (3-2유형 : 기관운영비 활용)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수익이 타
공익사업으로 전환되지 않고 기관의 운영비로 활용되는 경우임75)
- (4-1유형 : 유휴시설 활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예 : 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4-2유형 : 유휴인력 활용)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구조적인 문제임76)

<표 6-4>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유형 세분화와 정책방안
유형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1-1
1-2
2-1
2-2
3-1
3-2
4-1
4-2

내용

정책방안

사회정책 목표
산업정책 목표
비대칭 정보 해소
불완전경쟁 해소
공적사업
기관 운영비로 활용
유휴시설 활용
유휴 인력 활용

바우처, 경쟁중립성77)
직접투자 대폭 축소, 민간기업 지원
민간이양, 감독기능 확보, 경쟁중립성
사업중단, 경쟁중립성
경쟁중립성
지정해제, 경쟁중립성
시설매각
단계적 구조조정, 청산

자료: 박진 외(2013)

75) 박진 외(2013)에서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그 예로 설명하고 있음
76) 박진 외(2013)는 한국석탄공사를 예로 들고 있으며, 소속 직원 해고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석탄공사가
청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77) 경쟁중립성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가 경쟁의 혜택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함(김영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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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간시장 현황
1. 민간 시장현황
가.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수요와 공급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수요는 정부, 기업, 연구자, 전문가 등이나 가장 큰 수요층은 기업임
- 특히 국내시장에서 대기업은 특허의 출원, 등록 수요가 많아 지식재산정보서비스의 주 수요자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수요자인 기업은 다양한 분과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응
- 국내에서는 한국지식재산협회를 주축으로 다양한 기업이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협회 내에 구성된 분과는 지식재산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기능별 분과라는 특징
- 지식재산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게 됨

<표 6-5> 한국지식재산협회 위원회 및 분과 구성
구분

역할

자문위원회

분쟁소송 관련 노하우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교류위원회
정책위원회

정책 제언 및 관련 기관 교류 등
특허

상표디자인저작권
국제
IP경영
분과위원회

핵심특허발굴 방안 연구 등
상표·디자인 관련 정책건의 및 사례공유 등
국제 IP이슈 관련 연구 등
IP경영전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IP경영 연구 등

라이선스분쟁

IP라이선스, 분쟁 대응 사례공유 등

IP Intelligence
신규분과TF
기타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 대응

학술연구회
산악회

특허관리시스템, 정보분석 등
SW분과 TF (SW특허 출원 관련 전략, 판례 연구, 오픈소스 정보 공유 등)
제약바이오분과 TF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특허 이슈 공유 등)
학술연구를 통한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산행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

자료: 한국지식재산협회(www.kinpa.or.kr)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공급은 지식재산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분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를 중심으로 형성
- 협회 내 구성된 분과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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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과별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음
- (IP정보조사/분석)

특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조사·분석

서비스,

특허맵

작성서비스,

정보판매서비스,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구성된 분과
- (IP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특허등급평가(특허자산실사), 기술성·시장성 평가, 수요기업/ 수요기술
조사, 기술판매자료(Sales Material Kit, SMK), 기술이전 사업화 마케팅을 수행
- (IP번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명세서 번역, 일반기술 매뉴얼 번역, 지식재산 관련 통역,
번역출판 서비스를 수행
- (IP솔루션) IP경영컨설팅, IP교육, IP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Legacy 시스템 연계 구축, IP시스템
운영, IP통합관리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구축(IP통합관리시스템, IP검색·분석 시스템,
IP평가·거래시스템, IP정보보호시스템), 기타 IP업무 시스템 구축지원 등을 수행

<표 6-6>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분과 구성
분과
IP정보조사/분석
IP기술사업화

IP번역

사업 영억
특허 데이터베이스, 조사분석, 특허맵 작성, 정보판매,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기술마케팅,

특허등급평가(특허자산실사),

기술성·시장성

평가,

수요기업/수요기술

조사,

기술판매

자료(Sale Material Kit, SMK),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명세서 번역, 일반기술 매뉴얼 및 시방서 작성, 지식재산 관련
통역, 번역출판 서비스
IP경영컨설팅, IP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IP교육, Legacy 시스템 연계구축, IP시스템 운영, IP통합관

IP솔루션

리 솔루션도입 및 시스템구축(IP통합관리시스템, IP검색·분석시스템, IP평가·거래 시스템, IP정보
보호 시스팀), 기타 IP업무 시스템 구축지원

자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www.kaips.or.kr)

나.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 동향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시장 현황을 추정하기 위해 Kisvalue의 데이터 이용
- 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 가입된 기업을 전수로 가정하고, 총 35개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이용
- 자문회의를 통해 수집된 업계 이슈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 Kisvalue에 수록된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액, 교육훈련비, 경상개발비 항목을 추출

□ 매출액
○ 2019년 14개 기업의 매출액은 약 854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7% 감소하는 추세
- 2015년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은 954억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854억원으로 약
1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다만, 매출액이 파악된 기업의 수가 적으므로, 기업수가 유사한 2018년을 검토하면 전체 시장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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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4년간 4.1%성장한 것으로 보임

○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5년 35억원에서 2018년 43억원 약 8억원 증가함
- 1개 기업당 평균매출액을 보면 2015년 약 35억원 수준이며, 2018년에는 43억원, 2019년 61억원
수준으로 성장
- 1개 기업당 평균매출액은 최근 5년(2015~2019)간 14.6%, 최근 4년(2015~2018)을 기준으로
하면 6.8% 성장

○ 매출액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0%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55.0%에서 2018년 57.0%로 소폭 상승
- 상위

3개사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2015~2019년

4.3%,

2015~2018년

5.3%로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전체 평균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 상위 3개사보다는 그 이외의
기업에서 매출 성장률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표 6-7> 최근 5년간 지식정보서비스업 매출액 현황
(단위 : 개, 천원, %)
CAGR

CAGR

(2015~2019)

(2015~2018)

85,414,050

-2.7

4.1

4,307,600

6,101,004

14.6

6.8

25

25

14

51.8

56.2

57.0

72.8

16,952,839

18,568,272

20,443,227

20,737,447

4.3

5.3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95,407,865

98,099,168

99,186,686

107,690,010

Avg

3,533,625

3,773,045

3,967,467

N

27

26

CR3

55.0

17,499,397

CR3
Avg

주: CR3는 각 연도별 매출액 기준 상위3개사
자료: Kisvalue

□ 교육훈련비78)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교육훈련비 지출은 2015년 4억 5천만원 수준임
- 전체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교육훈련비는 2016년에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하락세로 전환
- 1개 기업당 평균 교육훈련비 지출규모는 2015년 2천 2백만원 수준으로 2019년까지 증감은 있으나
유사한 수준
78) Kisvalue의 각 기업별 손익계산서 중 교육훈련비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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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지출규모는 연도별로 특정 기업의 지출액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각 연도별 교육훈련비 지출 상위 3개사를 보면 전체 교육훈련비 지출액의 약 80%수준에서 증감
발생
- 이는 연도별로 상위 3개사의 교육훈련비가 전체 시장 지출규모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업은 교육훈련비 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상위 3개사의 연평균 교육훈련비 지출액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교육훈련비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하회

<표 6-8> 최근 5년간 지식정보서비스업 교육훈련비 지출 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분

CAGR

CAGR

(2015~2019)

(2015~2018)

199,267

-18.5

-20.1

15,326

22,141

-0.5

-12.1

18

15

9

84.3

92.5

79.6

83.7

165,798

153,396

60,978

55,581

-18.8

-21.9

2015

2016

2017

2018

2019

451,241

589,950

497,660

229,888

Avg

22,562

25,650

27,648

N

20

23

CR3

85.2

128,092

교육
훈련

CR3
Avg

주: CR3는 각 연도별 교육훈련비 지출 기준 상위3개사
자료: Kisvalue

□ R&D투자79)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R&D투자 규모는 매년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2015년 R&D투자액은 약 42억원이며, 2018년에는 약 41억원으로, 약 40억원 수준에서 매년
증감이 나타남
- 기업당 평균 R&D투자액은 2015년 3억 8천만원이며, 2019년에도 유사한 규모로 나타남

○ R&D투자액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약 70% 수준임
- 2015년 R&D투자 규모 상위 3개사의 전체 점유율은 70.7%에서 2019년 84.5%까지 증가
- 상위 3개사의 R&D투자 규모는 1개 기업당 평균 10억원 수준에서 증감이 나타나며, 전체 평균보다
약 3배정도 높음

79) Kisvalue의 각 기업별 손익계산서 중 경상개발비 항목임. 재무제표의 개발비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미 실현분에 대해 과대 계상될 수
있어, 비용 처리된 경상개발비 항목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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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3개사의

평균

R&D투자

규모는

최근

5년(2015~2019)간

연평균

1.6%,

최근

4년(2015~2018)간 2.3% 성장하는데 반해,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전체 R&D투자가 감소

<표 6-9> 최근 5년간 지식정보서비스업 R&D투자 현황
(단위 : 개, 천원, %)
CAGR

CAGR

(2015~2019)

(2015~2018)

3,826,547

-2.8

-1.2

344,706

382,655

-0.4

-4.0

12

12

10

68.5

65.4

78.5

84.5

1,030,414

803,115

1,081,844

1,078,170

1.6

2.3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R&D
투자

4,283,873

4,515,550

3,685,236

4,136,470

Avg

389,443

376,296

307,103

N

11

12

CR3

70.7

CR3
Avg

1,010,169

주: CR3는 각 연도별 경상개발비 기준 상위3개사
자료: Kisvalue

□ 소결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최근 4년(2015~2018)간을 기준하면, 매출액은 상승, 교육훈련과
R&D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R&D투자는 감소
- 업종 전체로 단순비교 하는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중은 0.5% 이하로 나타나 인력이
가진 숙련 기술(Skill)이 중요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지원 필요
-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을 단순비교 하는 경우, 약 4%수준에서 R&D집중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상장기업의 R&D집중도(2017년 4.74%)80)와 유사한 수준

80) 이태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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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최근 5년간 지식정보서비스업 현황
(단위 : 천원, %)
CAGR

CAGR

(2015~2019)

(2015~2018)

85,414,050

-2.7

4.1

229,888

199,267

-18.5

-20.1

3,685,236

4,136,470

3,826,547

-2.8

-1.2

0.60

0.50

0.21

0.21

4.60

3.72

3.84

4.48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95,407,865

98,099,168

99,186,686

107,690,010

451,241

589,950

497,660

4,283,873

4,515,550

0.47

4.49

교육
훈련
R&D
투자
교육
훈련
비중
R&D
비중

자료: Kisvalue

○ 소수의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연도별 상위 3개 기업의 교육훈련비와 R&D투자액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는 일부 기업에서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업종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소수의 기업에 의한 과점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

다.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인력 유입 동향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기술(Skill)은 크게 2가지로 구분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① 지식재산정보(Data)를 공급 및 유지·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기술과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관련 능력 중심의 검토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는 자격정보로 추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간자격은 민간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으로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필요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자격임

□ 민간자격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2014년부터 3가지 민간자격(IP정보검색사, IP정보분석사,
IP번역사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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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정보분석사는 IP검색사를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음

○ IP정보검색사는 일반과 전문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 특허 또는 문헌정보에 대한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전문가) 특허 또는 문헌정보에 대한 기술조사 및 분류를 수행하고 보좌심사관 수준의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표 6-11> 최근 4년간 IP정보검색사 자격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일반

전문가

2016

2017

2018

2019

응시자수

289

482

649

690

합격자수

206

276

372

435

합격률

71.28

57.26

57.32

63.04

응시자수

39

307

179

111

합격자수

35

270

144

96

합격률

89.74

87.95

80.45

86.49

자료: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 IP정보분석사는 단일 등급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음
- 특허 또는 문헌정보 관련 기술조사 수행하고 각 기술들의 차이를 비교, 가공, 활용 및 통계 분석
과정을 통해 도표화, 지수화, 기술 분석, 지식재산 전략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IP정보분석사의 경우 IP정보검색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할 수 있어 응시자수가 IP정보검색사에
비해 소수에 불과
- 이슈식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층리포트, 조사/분석 분야가 성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 보면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인력이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

<표 6-12> 최근 5년간 IP정보분석사 자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응시자수

52

32

45

36

44

합격자수

31

18

30

24

24

합격률

59.62

56.25

66.67

66.67

54.55

자료: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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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번역사는 3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 (1급) 해당 전공 분야의 고급 지식재산 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수행한 지식재산 번역물을 감수
- (2급) 해당 전공 분야의 중급 지식재산 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
- (3급) 해당 전공 분야의 지식재산 번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초급 번역 업무를 수행

<표 6-13> 최근 4년간 IP번역사 자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급

3급

2015

2016

2017

2018

2019

응시자수

21

21

21

15

16

합격자수

11

11

15

8

11

합격률

52.38

52.38

71.43

53.33

68.75

응시자수

70

64

41

54

31

합격자수

49

37

24

31

18

합격률

70.0

57.81

58.54

57.41

58.06

주: 1급은 응시자 없음
자료: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 국가공인자격
○ 지식재산능력시험(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시험임
- 시험 합격자 중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응과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담당함

○ 지식재산능력시험은 1~7급까지로 구분되고, 1~4급은 국가공인등급에 해당함
- (1급)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력 및 활용능력이 최고급 단계에 있고, 지식재산 관련 지식과 역량을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력, 실무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과 전문분야의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2급)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력 및 활용능력이 고급단계에 있고, 지식재산 역량이 전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식재산 관련 지식과 이해력, 실무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범위의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3급)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력 및 활용능력을 우수하게 갖추고 있어, 보유한 지식재산 지식과
실무역량을 업무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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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력 및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 업무에 적용 가능
- (5급) 지식재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 (6급)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및 단순한 지식재산 업무 수행이 가능
- (7급) 일반 상식 수준의 지식재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용어와 개념을
숙지

<표 6-14> 최근 5년 간 지식재산능력시험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응시자수

5,295

5,628

5,003

6,037

5,807

공인등급취득자수(1~4급)

1,106

1,302

820

1,265

939

비공인등급취득자수(5~7급)

3,262

3,143

3,215

3,836

3,568

합격자 합계

4,368

4,445

4,035

5,101

4,507

공인등급취득률

20.9

23.1

16.4

21.0

16.2

자료: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지식재산능력시험의 경우 매년 5,000여명이 응시하고 있어 민간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시험이 임하고 있음
- 지식재산능력시험의 경우 현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난이도 또한 매우 높아 국가 공인등급 취득에 애로사항이 있음

□ 소결
○ 인력 공급측면에서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현업에서 희망하는 자격
및 교육지원이 필요
- 지식재산능력시험의 경우 업계에서 요구하는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직접적으로 매칭하기 어려움
- 심층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분석에 적정 수준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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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민간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수행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민간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4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업의 임원진과 현장연구 경력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표 6-15>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전문가

주요 분야

A기업 대표이사

지식재산 솔루션/컨설팅

B기업 대표이사

지식재산 홍보·출판(미디어)

C기업 상무

지식재산 DB/조사·분석

D기업 대표이사

지식재산 DB/조사·분석

E기업 대표이사

지식재산 컨설팅/조사·분석

F기업 상무

지식재산 솔루션/조사·분석

G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지식재산연구

H기업 책임연구원

기업 기술연구소

구분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수요자

○ 각 기업이 시장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 사업부문(5개), 인사제도(3개), 정책(2개)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질의
※ 영업기밀 등으로 응답이 어려운 경우 기업 보호를 위해 추가질의는 하지 않았음

<표 6-16> 주요 질의 구성
구분

질의내용
주 사업부문 / 주 사업부문 이외의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영역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영역 중 성장성이 높은 사업영역

사업부문
위협이 되는 경쟁업체 유무
수행하지 않는 사업영역에 대한 업무 진행(협업 또는 위탁 등)
기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군
인사제도

이직이 가장 빈번한 직군
직원 채용 시에 관심을 가지는 이력 또는 자격
사업에 규제로 작용하는 법이나 정책의 유무

정책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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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식별
가. 지식재산 솔루션
□ 사업부문
○ 정부와 민간의 수직적 구조, 국내 시장의 한계는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의 성장에 한계로
작용
- 국내 IP시장은 규모의 한계가 있어 성장잠재력이 낮아 전문 서비스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음
- 정부와 민간이 수직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시장 혁신 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구조임

○ 플랫폼 영역이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R&D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기술진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판단되며, R&D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지식재산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
- 지식재산정보의 최종 수요자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진일 가능성이 높음
- 기업 내 의사결정은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지식재산정보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됨
- 기업 내 의사결정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데이터의 이용체계 정비 필요
- 1개의 지식재산권 정보에는 출원인, 등록일, 심사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연관된
정보까지 고려할 경우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증가하게 됨
- 특정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정보 관련 관리항목이 300개 수준이며, 글로벌 기업은 약 1,000개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 이용체계를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해짐
-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플랫폼에는 지식재산전문가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LexisNexis 등 글로벌 기업은 자체 Index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기업이 현재 서비스의 운영을 넘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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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제도
○ 플랫폼 영역이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R&D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융합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나 경제적 관점을 가진 지식재산 전문가가
부족함
-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접 현업에 투입해야 하는 인원이며, R&D 및
정부과제 발굴 가능 인원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수준을 단기적으로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기준은 기업이 교육훈련에 대한 시간과 비용투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임

□ 정책
○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태계
육성전략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과 IP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를 연계한 eco서비스가
필요하나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해외 거점과 연결되는 지점이 사람 중심이며, 복잡한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음
- 국내 기업의 규모, 전문성, 자금력, 기술 등은 서비스기업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의 원인임

○ 정책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 기업은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아날로그 정적균형의 서비스를 디지털 역동성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반 생태계 정립 필요
- 글로벌, 산업, 기술 간 융합과 연결 가속화 전략이 필요
- 데이터, 서비스방법 등에서 공공기관의 과감한 민간이양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은 단순 에이전시 형태의 서비스에서 맞춤형 고픔질 서비스로, 서비스협력,
M&A, 글로벌전략 등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문서비스기업의 대형화·전문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업무 분야별 기준 정립 필요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는 대체로 갑을관계가 성립되며, 특정한 기준이 없어
유사한 업무라도 업무의 양이 달라짐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업무 분야별로 업무프로세스 등 기본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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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재산 홍보·출판(미디어)
□ 사업부문
○ 지식재산에 대한 심층리포트, 유료 콘텐츠 등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홍보·출판의 관점에서는 종이신문, 온라인 기사의 수익성은 낮고, 모바일, 출판/교육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 될수록 수익성이 좋아짐
- 특히 리서치, 지식재산 심층분석보고서, 유료 콘텐츠 DB를 구축하면 전달매체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사업영역이 아닌 경우 관련 기업의 사업(기계번역 등)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인사제도
○ 실무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성격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데이터는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코드번호 등이 국제체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기술 및 제안자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전문성이 요구됨
- 낮은 임금구조에 실무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5] 지식재산 서비스 부문의 전문성과 수익성

자료: 주상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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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지식재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타 산업 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식재산정보와 타 정보의 컨버전스 유도하여 사회 각층에서 관심 유도할 필요성 존재

○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요자는 전문인력이 많아 시장 성장이 더디게 나타남
- 지식재산 정보서비스는 전문가 또는 연구자가 수요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이 매우
협소하며, 이는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소수의 수요자는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 지식재산 정보 이용 저변확대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음
-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민간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은 시장의
수요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임
- 전문인력 위주의 시장 수요층 구성은 시장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이 일반인도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다. 지식재산 DB/조사·분석
□ 사업부문
○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가치평가 분야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현재 IP조사 및 분석, 기술가치평가, 검색서비스, 컨설팅 등을 주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기술금융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성장성이 높은 분야는 기술가치평가 분야로 전망하고 있음

○ 해외기업을 경쟁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IP번역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음
- 해외기업인 LexisNexis, Questel 등을 주요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업역이 중복됨
- 해외진출을 위해서 기계번역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검색서비스 자체에
내장하여 제공하고 있음

□ 인사제도
○ IP조사 부문의 인력 비중과 이직률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며, 향후 경력직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 IP조사 부문의 인력 구성비와 이직률이 높게 나타남
-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이 누적되면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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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과정에 민간자격과 수상경력을 우대하며, 공인자격의 민간 활용도가 낮음
- 직원 채용에는 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IPS, IPA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우대하고 있으며, 대회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 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 공인자격 소지자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채용 후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 기업 매출액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음
- 1위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우수 인재의 영입과도 직결돠는 문제로, 1위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낮으면, 우수인력이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임
- 매출액이 낮은 경우에 직원에 지급되는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기에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이직률은 기업이 직원에 대한 교육 투자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인임
- 신규 직원이 입사한 이후 실무에 적응을 위한 재교육은 기업의 비용지출 행위이나 직원이
이직한다면, 기업에서는 교육훈련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게 함
- 교육훈련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임

□ 정책
○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정부사업 참여에 제한되는 경우가 나타남
-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규제로 작용함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용역)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임

○ 지식재산정보와 이종데이터의 결합이 필요함
- 지식재산 정보 자체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이해도가 더 높지만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분석에는
Data Scientist의 전문성이 더 높을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지식재산 정보와 이종 데이터의 결합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분류체계 정립 필요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이 지식재산정보 이외의 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시장에만 국한될 경우 기업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그 이외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협소한 시장에서 경쟁은 저마진 구조로 연결되며, 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나타남
- 정책적으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R&D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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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재산정보 컨설팅
□ 인사제도
○ 실제 산업에서 직원이 갖춰야 할 전문성 수준에 대한 기준 확립 필요
-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그에 맞는 교육과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기준은 기업이 교육훈련에 대한 시간과 비용투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임

□ 정책
○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산업 내 기업이 규모 확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장 확대를 위한 인식제고, 국가사업 참여방안 제고,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관련 통계분류체계의 재검토 필요
- 현재 통계분류체계는 정보서비스업에 솔루션, DB, 조사분석, 통번역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분류체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마. 지식재산서비스 수요
□ 사업부문
○ 산업경계 약화와 경쟁 과열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필요
- 변리업, 컨설팅업, 평가업, 유통업, 금융보험업 등 타 산업에서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정보서비스업의 경계가 약화되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 수익 창출을 위한 과잉서비스로 공급자의 수익창출구조 약화
- 정보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정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필요

○ 지식재산권 정보 데이터와 경제·산업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도입 필요
- AI,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DB도 이종분야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필요
- 지식재산정보와 정부 빅데이터 시스템의 연계와 민간접근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정보 수요 대응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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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정보만이 아니라 경제·산업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특허분석 필요

□ 정책
○ 산업분류 개편의 필요성
- 관리자 측면보다 시장의 활동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산업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업무, 직업중심의 산업분류체계로 통폐합 등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바. 소결
○ 사업부문에서는 4가지 이슈가 제기됨
- 협소한 국내시장은 시장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로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R&D투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됨
- 국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필수적이나 과잉경쟁 등은
기업 성장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
- 민간 시장은 사업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사업영역에서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인사제도에서는 2가지 이슈가 제기됨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R&D투자를 위한 인력 수급이 어려움
- 신규 직원 채용에는 공인자격보다 민간자격이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정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채용 후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정책에서는 3가지 이슈가 제기됨
- 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 정부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나타남
- 지식재산 정보 활용이 가능하거나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지식재산 정보의 저변확대가
필요
-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영역은 민간이양 또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시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수행에
따라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국특허정보원과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사업 수행
또는 현재 사업의 조정을 통해 제기되는 이슈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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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6-18>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주요 이슈
구분

주요내용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해외진출 필요
기업의 대형화·전문화 필요

사업부문
공공기관과 업역의 중복성
R&D투자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요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부족
인사제도
자격제도 정비 및 채용 후 재교육 필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업 성장 시 정부사업 참여의 어려움
정책

지식재산정보의 저변확대
공공기관의 일부 사업영역은 민간으로 이양 또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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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식별
1. 개요
가. 조사개요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현황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음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에서는 현안 이슈로 9개의 문제점이 선정되었음
- 사업부문, 인사제도 정책 3가지 관점의 이슈가 제기됨

○ 다양한 이슈 사이에서 중요한 사안을 식별하기 위해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슈별
우선순위를 도출
- 이슈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3개 분류, 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나. 연구방법론
○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은 선택요소들이 배치된 계층화
구조에서의 의사결정 접근법(Thomas saaty, 1990)
- AHP는 기준과 대안요소 간의 쌍대비교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

○ AHP를 이용한 의사결정은 3단계로 진행
- 가장 먼저,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요소 간 점수를 계산한 이후에 요소 간 순위를 설정하는
방식(Thomas saaty, 1980)
- 각 수준에서 각각의 평가항목(i요소와 j요소)에 대해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
- 현실적으로 가중치의 정확한 값 확보가 어려워 실제로는 가중치의 최대값 이용하여 가중치를
획득81)하고, 응답자의 일관성 판단을 위한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도출82)

○ AHP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일관성 유지여부 판단 기준 필요
- 일관성은 무작위지수(Random Index)를 도출하고, 이 무작위지수와 일관성지수의 비율을 통해
일관성 여부를 판단(Thomas saaty, 1980)83)
- 일반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기준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무작위지수를 사용
81) R. W. Saaty(1987)
82) Thomas Saaty(1983)




83) 무작위지수와 기준의 수에 비율(Consistency ratio)이 10% 이내라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 :  ≤   ,
일관성비율(RI)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하기 위한 시도 필요(Thomas saat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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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무작위지수(Random Index)
기준 수

2

3

4

5

6

7

8

9

10

무작위지수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51

○ AHP(계층화 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 평가기준이 다수인 문제 상황에서 여러 대안들을 상대적으로 점수화하는 쌍대비교를 통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84)으로, 기준 간 상대적 중요도 측정하여 가중치(weight) 설정 가능
- 4대 소재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 별 가중치 설정

<표 6-20>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측정
점수

1

2

3

4

5

6

7

기준

매우 낮음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아주 높음

다. 자료수집
○ 설문개요
- 설문대상: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자문위원 및 연구진 5명
- 설문기간: 2020년 12월
- 설문방법: 참고자료 및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Email로 송부 후, 회신된 설문 결과 분석
- 분석지표 계층화

<표 6-21> AHP 조사의 지표 설정
대분류

세부항목
해외진출
대형화·전문화

사업부문
업역의 중복성 해결
R&D투자
인력양성
인사제도
자격제도 정비 및 재교육
정부사업 참여 개선
정책

지식재산 저변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84) 민재형(2015), 스마트 경영과학, 생능출판사, p.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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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순위 분석결과
○ 대분류 항목 분석 결과 사업부문에 대한 가중치(0.48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부문(0.489). 정책부문(0.345), 인사제도(0.166)로 나타나 정책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

<표 6-22> AHP 조사결과 및 우선순위
대분류

사업부문

인사제도

정책

가중치

세부항목

가중치

조사결과

우선순위

해외진출

0.208

0.102

5

대형화·전문화

0.386

0.189

1

업역의 중복성 해결

0.150

0.073

8

R&D투자

0.256

0.125

3

인력양성

0.575

0.095

6

자격제도 정비 및 재교육

0.425

0.071

9

정부사업 참여 개선

0.272

0.094

7

지식재산 저변확대

0.315

0.109

4

민관 협력체계 구축

0.413

0.143

2

0.489

0.166

0.345

○ 사업부문에서는 대형화·전문화(0.386)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음
- 세부항목별로는 대형화·전문화(0.386), R&D투자(0.256), 해외진출(0.208), 업역의 중복성
해결(0.150) 순으로 조사되었음
- 각 기업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모를 성장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공공부문과의 시장 내 경쟁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아 당면 해결과제로서
우선순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인사제도에서는 인력양성(0.575)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음
- 인력양성과 자격제도 정비 및 재교육을 비교하는 경우 인력양성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남
-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제도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 인력양성에 대한 문제도 당면 해결과제에서는
다소 후순위임

○ 정책부문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0.413)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음
- 민관 협력체계 구축(0.413), 지식재산 저변확대(0.315), 정부사업 참여 개선(0.272)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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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세부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기업의 대형화·전문화임
- 기업의 대형화·전문화(0.189)는 전체 9개 항목 중 상위 1위로 나타났음
- 다만, 민관 협력체계 구축(0.143), R&D투자(0.125), 지식재산 저변확대(0.109)등 정책부문에 2,
3, 4위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이 집중되어 있어 정책부문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됨
- 해외진출(0.102), 인력양성(0.095), 정부사업 참여 개선(0.094), 업역의 중복성 해결(0.073),
자격제도 정비 및 재교육(0.071) 순으로 나타났음
- 사업부문은 대형화·전문화를 제외하면 대체로 순위가 낮게 나타남

○ 기업의 대형화·전문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은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는 것임
- 다음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가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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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1절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방향
1. 한계와 니즈
가.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한계
□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2000년대 들어, 창의적 활동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독점적 자산 권리 확보(권리성),
확보한 권리 기반 부가가치 실현(가치성), 기술 및 산업 흐름의 전달(정보성) 등 인식
- 국가는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은 R&D와 함께 지식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가 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의 노력을 투입

○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임무와 지원 범위 및
역할 등을 명시함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85)에 따르면, 지식재산 활동의 다양화,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역할 및 수요가 증가하나 적정 서비스 제공 역량 미흡을 제기
-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실태조사, 서비스대가 적정화 등), 경영지원 서비스(중개 및 거래 기반
조성,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등) 활성화, 사업화지원 서비스(관련 기업 육성) 활성화 등을
명시(’11)
- 그러나, 서비스대가, 거래기반, 관련 기업 등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적정수준에 못 미침

○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86)에 따르면,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권리확보 전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함

85)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1),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86)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6),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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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바우처제도를 통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에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
- IP ‘소송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IP-DESK를 통해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 및 사업화
지원 등 원스톱 IP 지원, 민간 IP 가치평가기관 확대,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DB의 민간
개방 확대 등을 명시
- 또한 해외 저작권 침해 자동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 도입, 저작권 유통 계약 컨설팅 및
표준계약서 제공 등을 추진

□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이해
및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은 부족
○ 국내 중심의 출원이며, 해외 출원은 소극적,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시 IP 관련 경쟁력 취약함
<수출 1억불당 해외출원(‘17)>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율>

자료: 조희래(발제자료, 2020.8.18.), “특허법률시장에서의 이슈”

□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의 제약
○ R&D 및 창출되는 IPR 규모에 비해, 시장 규모 자체가 적정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관련 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적정 역량 확보에 어려움
- 적정 역량 확보의 부족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국내 시장에 의존하면서 영세성과
역량 부족 심화되는 악순환 구조
* 국내지식재산서비스 시장 규모 일본의 1/4(‘09년 기준87))미국의 10.1%, 일본의 41%(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정부 사업 의존성이 높은 시장 구조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자체 R&D를 통한 차별화 가능한
기술력 확보의 어려움

87)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1),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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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일한 분야, 유사한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IP서비스생태계의 건전성, 경쟁력 등이 성숙되지 못하는 상황

□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의 제약
○ 적정 (재)교육기관의 부재, 전문강사 부족, 교육 커리큘럼 미흡 등에 따른 전문성 심화 기회가
부족
* ‘07년부터 5년마다「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이행력 부족

○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적정 대우, 연구계 및 산업계와의 적정 네트워크 형성 부족
- 지식재산 생태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및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정책 참여경로가 부족하며,
적정 보수/대가 등에 대한 기준 및 합의의 부족

○ 민간기업 간 경쟁 및 이직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경쟁 및 이직도 확대
- 유사한 업을 수행하는 민관 기관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적정 대우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전개

○ 정부, 특히 지자체에 분야별 IP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담 지원조직 체계도
미흡(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나. 지식재산서비스 분야별 한계
□ 지식재산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 제약
○ 국내 IP시장은 제한적 규모를 보이며, 전문 자격사 간 경쟁이 심화된 상태
- 이를 위해 해외 IP 획득 및 IPR 보호를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됨
- 리걸테크*업 수행 기업 등 타분야 관련 비즈니스 영위기업들의 진입이 수월하며, 리걸테크업의
주요 업무 영역은 법률검색, 변호사검색서비스,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법률자문 및 전략
수립 등으로 명시88)
* 리걸테크(Legaltech: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서비스)는 본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용어였으나, 최근 들어 IT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

○ 신규 IP법률서비스시장 발굴 필요
- 새로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IP관련 서비스 신규시장 발굴
- 대응 세부 방안으로는 해외 IP 획득 및 관리, 보호를 위한 국내 IP서비스 시장의 창출 및 국내
88) 현대경제연구원(2016), “리걸테크 산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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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의 경쟁력 강화가 제시
- 환경 조성 관련으로는 신규 IP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규제의 개선 및 정책 환경 구축이 제시

□ 지식재산금융서비스 모델의 다양성 제약
○ ‘지식재산’이라는 무형의 불확실 자산과 ‘금융’이라는 안정적 수익 창출 선호 모델 간의
결합은 속성의 차이로 인해 결합된 지식재산금융 모델은 다양하지 못함
- 디지털화 시대에 적합한 크라우드 펀딩*모델이 논의되지만, 높은 투자 리스크, 지식재산 전문성
, 파생효과의 한정 등 수용해야 하는 전제조건 또는 애로 사항이 존재
*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특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크라우드)에게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 상품
- 따라서 IP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추진 시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를 IP전문가로 제한하는 접근도
검토해 볼 필요
- 초기 시범 서비스를 통해 상품 설계보완 및 관련 요구되는 제도적 환경, 개인 투자자들의 기초지식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등에 대한 방향성 검토 필요
* 2020년 7월 특허청은 IP크라우드펀딩 1호 상품(고효율 동영상 압축기술 표준특허(HEVC :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을 특허관리전문회사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ID),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등을 통해 출시

○ IP금융서비스기업 육성은 전문인력 및 제도 등의 한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P금융서비스기업 육성 청사진 마련 및 관련 기업 다수 육성이 필요
- IP 금융서비스기업 육성 시 필요한 로드맵에 근거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
- IP금융서비스기업의 수를 향후 5년간 100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제시됨

□ 지식재산평가서비스의 관주도, 신뢰성 부족
○ 민간기업이 IP 평가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IP 평가의 수요도 충분하지 않음
○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 평가의 목적이
다르고, 평가 기관 간 협업 모델이 부족함
○ 민간 지식재산 평가 서비스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평가 DB 구축* 및 평가모델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 장치 부재
* TCB..와의 관계
- 지식재산의 거래 정보 자체가 기업비밀로 간주되는 경향들이 있어, 평가모델에 의한 정량적
가치평가정도와 실제 협상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정성적 가치평가정도에 대한 확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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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거래서비스 정보의 부재, 기술거래플랫폼의 양산
○ 지식재산거래를 위한 가치평가 정보가 부족하여 가치평가 모델의 평가 및 보완이 어렵고,
지식재산거래에서 합의된 가치평가 정보는 영업비밀의 사유로 비공개함
○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거래플랫폼은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플랫폼 간 연계가 안 되고 있음
○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초 정보망을 연계 혹은 통합하고, 지식재산 거래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함
<표 7-1> 부처별 지식재산(기술중심) 거래 정보망
부처
산업부

정보망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https://ntb.kr/main/mainPortal.do

2012

2020

운영기관

91,343

274,169

54,815

84,468

발명진흥회

387

62,4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368

751

1,451

5,679

농업실용화재단

440

6,002

보건산업진흥원

1,678

1,35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089

6,07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584

43,165

한국연구재단

-

2,729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특허청

IP-Market(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www.ipmarket.or.kr
국가환경정보센터(KONETIC)

환경부

www.konetic.or.kr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www.ipet.re.kr

농림부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https://www.nati.or.kr/index.jsp

복지부
국토부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https://www.khidi.or.kr/technomar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미래기술마당

과기부

http://rnd.compa.re.kr
성과마루
https://rnd.nrf.re.kr

국방부

국방기술거래장터
https://techmart.dtaq.re.kr

내부연구과제
관리망(FRIS)에서 관리

자료: 손수정 외(2020) 재인용; 부처별 정보망 사이트 검색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의 영세성, 정부 의존성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관련 시장규모가 영세해서, 적정 수익 규모 창출이 어려움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지적
* 2017년 기준 시장규모 538,695백만원으로 추정(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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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체 시장규모가 1조원 이하로 국내 대기업 1개 매출액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협소한 시장은 저마진, 출혈경쟁 등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
- 협소한 시장규모는 우수한 인력이 시장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하며, 생태계 내 경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마진 및 출혈경쟁의 악순환 지속

○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데이터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지식재산정보 자체가 기술적, 전문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 및 비전문가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지식재산정보가 다른 정보와 융합되어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재산정보가 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은 정부 발주용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 중소기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참여 제한
- 정부 발주 용역은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낮은 난이도로 인해 정부 용역 수행을
위한 R&D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가 낮음
- 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표 7-2> 분야별 한계 및 정책방향
분야

법률
국내 IP 시장의 제한적

한계

규모, 전문자격사 간
경쟁의 심화

니즈

거래

정보

공공중심
낮은 신뢰성

협소한 시장규모
낮은 데이터 접근성

IP 자체의 불확싱성에 따른 높은 투자
리스크, 전문성 제약
IP금융시장 일거리부족, 인력/제도의
제약

해외 IP 획득 및 IPR

IP 또는 IP금융 전문가에 적정 기능 부여

민간 역량 강화 지원

보호를 통한 우리기업의

IP금융서비스기업 육성 시 로드맵 및 관련

IP 거래 관련 정보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필요

공유

초기 시범 서비스를 통한 상품설계 보완
IP크라우드펀딩 제도 보완(IP심사 및

민관 협력 방안 마련
IP 거래 관련 정보

IP정보기반 R&D프로그램
연계

설명 등)

공유 확대를 위한

데이터 융복합

IP금융서비스업 육성 청사진 및 프로그램

제도 마련

(Convergence) 프로그램

글로벌 IP시장 진입 확대
IP법률 지원
대응

금융

인프라(전문인력, 보호
시스템, 규제 등)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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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저변확대
기업의 대형화·전문화

2. 목표와 방향
□ 추진배경
○ 혁신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갖는 가치가 높고, 관련된 업계의 이해도 높아지는 데 반해,
양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적정 부가가치 확보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투입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투입과 노력의 부족은 해당 과정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시장 규모나 수익 구조가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함
○ 따라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어,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방향 모색을 필요로 함

□ 추진목표
○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플랫폼)의 진화를 통한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
정책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지식재산 생태계 건전성 및 순환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함
○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의 중심 인프라 기능을 갖는 정보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정보성
뿐 아니라 관련 분야 기업 및 일자리 성장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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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지식재산서비스의 건전성,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견인

추진 방향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모델 다양화
 지식재산 거래서비스 기반 고도화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환경 건전화

추진 과제
지식재산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네트워크 중심 협력모델
구축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서비스
(IP컨시어지) 정비
지식재산금융서비스



IP금융 모델 접근성 확대
IP금융서비스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지식재산거래서비스
 IP정보 연계 기반 거래 솔루션 고도화
 지식재산거래소의 민관 거래 협력
플랫폼화
지식재산정보서비스
 데이터접근성 개선
 지식재산정보 기반 R&I: KIPRI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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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재산서비스 분야별 정책제언
1. 지식재산법률서비스
가. 법률서비스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모델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국내 IP시장은 정부정책 의존도가 높으나,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 견인 필요함
- 정부 주도의 IP 과제가 현재 일부 사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블루오션의 개척이 필요
-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 확대, R&D 제조업체와의 연계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
- 또한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간 효율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지식재산 기반 비즈니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지식재산 확보 경로 필요

○ 지식재산 서비스의 공급(관련 IP 업체), 수요(출원인), 정책 지원(정부) 담당하는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
- 지식재산 법률대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이 신규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서비스 혁신, 서비스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주도하도록 정책 지원 필요

□ (제언 1)지식재산법률서비스업 네트워크 구성
- 지식재산법률서비스 수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의 수요자, 관련 전문기관 등이 현업의 제약,
정책의 니즈 등을 교류하고, 현안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진행하는 협의체 구성
- (가칭)KIPLawGo(IP로고)*는 지식재산법률서비스 관련 주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리해서, 제안하는 과정에서 목소리효과(Voice effect)를 최적화하기 위한 소통창구 기능
* IP로고는 일반적으로 법률자문 필요한 기업이 변호사/변리사를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기초적인
법률상담을 받거나, 필요시 저렴한 비용의 1:1 상담 받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
- KIPLawGo(IP로고)는 법률서비스의 로고(logo)가 되겠다는 것과, 지식재산법률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활성화시켜 앞으로 나아간다(Go)는 이중적 의미를 포함

□ (제언 2)글로벌 지식재산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플랫폼 조성
○ 글로벌 관련 인력들과의 소통,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한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전문가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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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 변리사회, 전문기관, 전문대학원 등과의 공통 과정 설계하고, 공통의 교육훈련 자료를
제작․배급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해도 제고를 견인
-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서비스기업들과의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서비스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
- 지식재산 시장이 기 구축되어 있는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 해외 현지 시장의 이해(언어, 문화, 현지제도 등)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에 조성되어
있는 공관에서 해외제도 교육 및 현지 네트워크 참여 등의 연수기회 제공

○ 글로벌 지식재산법률서비스 관계망(가칭, IPLawGoGlobal) 형성
- 글로벌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를 확보하고, 글로벌 서밋(Summit)과 같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를 정례화
- Virtual class(Zoom, Webex, 웨비나 등)를 통해 현지 특허전문가, 특허변호사, 특허거래기관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이용하여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경험 공유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실시

[그림 7-1] IP법률서비스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모델 대상-구조-목표

□ 기대효과
○ 지식재산법률서비스의 전문성 확대, 관계 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확장성 유인함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정보 습득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지며, 관련 인력들간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의제의 선도 역할 수행함

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가칭:IP컨시어지) 정비
□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시장 진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진출 국가의 IP 획득 관련 법률서비스를 사전 조사한
이후, 관련 종합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탐색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임
- 국내 출원 중 해외 지재권 획득의 필요성이 높은 출원을 선별하여 가치있는 기술이 경제적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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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선정-가공-진출 등의 종합 지원 필요
- 관련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한 업체*의 양성을 통해 지식재산관리 전주기 지원 경험 및 역량 축적의
기회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이 미흡한 상황
* 국내 기업 중 ‘소셜아이피허브’는 특허아이디어레벨업, 특허출원의뢰, 특허명세서검토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컨시어지 서비스(지식재산 팀멤버 서비스) 운영

□ (제언1) 글로벌 진출 지원 IP파이프라인 형성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공 거점들의 IP 지원 연계
-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IP법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와 중기부 수출기업 현지 보육센터들과 연계하여 IP역량과 제품역량을 연결
* 2019년 기준 중국·미국·베트남·독일·일본 등 8개 국가에 설치된 14개의 IP-DESK에서 7,590건의 지재권
법률상담이 이뤄졌으며, 해외진출 기업은 IP-DESK를 통해 IP법률 상담은 물론 현지 담당 변리사 연결 및
관련 비용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홍콩, 러시아, 멕시코 등에 추가 설치 예정

○ 국내 지식재산법률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한국 공관들과의 연계
- 미국, 유럽, 중국 및 동남아 등 국내 지식재산법률서비스 업계들이 진입하는 현지에 있는 정부
공관들을 현지 상담을 위한 공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가이드라인 설계
- 한국 공관들을 활용한 법률서비스업 연계 및 후속 사업의 방향성 설계하는 통합 창구 기능

○ 해외 IP출원을 위한 기업 자생역량 기반 포인트 지급 및 활용
- 주요국가(미국, 중국 등) 현지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출원하여 넓고 다양한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서비스기업 또는 현지 대리인 활용 포인트 지원
- 포인트/적립금은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적극성(내부 시스템 구축, 출원, 교육훈련 등)에 따라
통합 적립되며, 현지 서비스 수혜를 위해 사용 가능

□ (제언2) IP아웃리치 프로그램
○ 민간 지식재산법률서비스 기업과 KIPRIS 연계 아웃리치(outreach) IP검증
- 지식재산법률서비스기업이 KIPRIS에 등록된 특허분석 중 국내 특허등록만 진행되었으나, 해외
출원을 통한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
- 또한 단일특허보다는 관련 특허를 묶어 하나의 해외출원 IP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특허들을 발굴,
해외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등의 글로벌화 진행
- 발굴된 특허에 대한 검증 및 보완 과정을 통해 해외 IP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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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글로벌 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가칭:IP컨시어지) 대상-구조-목표

□ 기대효과
○ 해외 IP권리 확보 확대를 통해 해외 IP비즈니스 재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IP역량 제고
○ 해외 현지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은 기업 진출의 시작으로, 기업의 성장경로를 확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

2. 지식재산금융서비스
가. 지식재산금융 모델 접근성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금융은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 자산과 위험 회피성향이 강한 금융과의 결합으로
인해, 구현 가능성 및 기대성과 확보가 쉽지는 않은 모델임
- 지식재산금융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성에 대한 인정과 권리성에 대한 보장
등 신뢰 문화가 중요하며, 따라서 정책진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정책을 통한 지식재산금융이 갖는 근본적인 제약을 푸는 것은 어렵지만, 관련 서비스 등
간접모델을 통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이 가능함

□ (제언 1) IP 크라우드 펀딩 오디션 프로그램
○ IP크라우드펀딩 역시 ICT서비스 모델의 하나로서, 권리자에게는 보다 쉽게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새로운 투자 상품/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특허청(‘20.7)은 압축기술 표준특허를 활용한 IP크라우드펀딩 1호 상품을 특허관리전문회사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ID),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등을 통해 출시하여 3억원의 자본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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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IP크라우드펀딩 모델은 제한적으로 시도되나, 다양한 상품에 대한 다양한 경로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일반 투자자의 IP에 대한 지식 부족이 장애요인임
○ 따라서 IP크라우드펀딩 오디션을 통해 IP금융서비스 기업, 일반 대중 모두에게 IP금융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기대효과 유도함
- 크라우드펀딩 오디션 플랫폼을 통해 IP금융서비스 기업들이 대상 IP를 제시하고, 일반인 투표를
통해 가장 시장 매력도가 높은 대상군(Big3)을 선정
- 최종 선정된 IP크라우드 펀딩 대상 Big3에 대해 특허 관련 펀드로 매칭 지원
- (i)펀딩 설계자는 KIPRIS에 축적된 특허들 중 적정대상 발굴 및 사업화 가상도 제시의 경험으로
IP크라우드펀딩 기획역량을 높이고, 실제 투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학습
- (ii)일반 대중은 제시된 IP의 기술성, 시장성에 대한 선별 과정을 통해 지식과 노하우 쌓는 기회
확보

□ (제언 2)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수행인력 범위확대 및 교육과정 개설
○ 엔젤투자자(전문엔젤*,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엔젤투자매칭펀드 등 다양한 주체) 대상의
IP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제고
* 전문엔젤89)이란 개인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들로서 국가가 인증한 엔젤투자자
** 엔젤클럽은 엔젤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회원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결합하여 공동으로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주체(손수정 외, 2018)
- 엔젤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정보의 생산, 엔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재무, 법,
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 엔젤투자자의 IP금융 투자를 위한 전문성 제고는 투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고, 이는
곧 지식재산금융서비스 시장의 확대 견인을 기대
*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따르면 ’18년 8월 기준 누적 등록 엔젤투자자 16,852명 중 승인 완료된 전문엔젤투자자는
117명이며90),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의 약 86%가 과거 투자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

○ 협력형 엑셀러레이터 중심의 자금과 경영지원 병행으로 투자 성과 성공률 제고를 견인함
- 협력형 IP엑셀러레이터는 공공연구기관과 IP금융서비스 전문기업이 매칭이 된 협력모델
- 선정된 엑셀러레이터는 공공기관의 적정 IP를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조사, 실사 등을 통해
해당 IP의 투자자원으로서의 가치분석보고서를 작성
- 분석IP의 검증 기회로 예비 수요군 중심 회원제 ‘IP어게인(again)’ 행사를 통해, 적정 투자자산
89) 3년간 엔젤투자액 1억원 이상 투자경험과 상장사의 창업자, 이사,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의 경력 필요
90) 한국엔젤투자협회(2018.8.), 「국내 엔젤투자동향」,
http://test.narangdesign.com/mail/kban/201810/news2.html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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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현장 검토 및 경매 방식의 해당 IP 기반 비즈니스(기술사업화, IP소송모델 등) 수행자
선발

[그림 7-3] 지식재산금융 모델 접근성 확대 대상-구조-목표

□ 기대효과
○ 금융시장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매개수단으로서 IP가 기능하면서, IP 자체가
투자자산화되고, IP권리자, IP투자자 등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제공
○ IP와 금융은 기본 속성이 다른 자산이자, 재원으로서, 두 분야에 대한 복수전공 또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의 글로벌화 견인

나. IP 금융서비스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 배경 및 필요성
○ IP금융서비스는 적정 IP의 발굴 및 적정성 검증, 도전적 금융과의 매칭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적정성 검증에 대한 전문시스템이나 전문인력 부족함
○ IP와 금융의 결합이 갖는 불확실성,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재원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역량의 부실로 이어져 참여자가 기대하는 수익 기대가 어려움
- 따라서 IP와 금융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기반으로 도전적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기업 및 전문가
양성의 시급

□ (제언) IP금융서비스기업의 IP비즈니스전문기업으로 밸류업
○ IP금융서비스 기업을 IP비즈니스 전문기관으로 육성
- IP금융 관련 확장형 모델(IP 증권화, IP소송 및 보험 등)의 기획 및 시범, IP와 금융을 중개하는
브로커리지 기능의 수행, IP 기반 직간접 제품화 수행 등 IP 비즈니스 경험 기회 제공
- 양질의 민간자금 기반 IP개인투자조합, IP엔젤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IP TIPS 등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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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의 린스타트업(lean startup)*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 제품이나 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91), 가설을 검증하고 신속하게 피드백 수집 및 적용

○ IP금융서비스 기업의 역량 밸류업을 위한 적정 수행 프로그램 매칭(Learning effect)
- IP IR(Investor Relations) : 수익화 IP의 정례적인 온/오프라인 IR프로그램/행사 진행하며,
창업분야의 엔젤투자협회, 창업진흥원과 같은 역할을 IP 전문기관에서 수행
- IP실사 : IP실사 전문기업 지정 후, 특허계정 자펀드의 투자심사시 IP실사 보고서 의무화하여
초기 시장 형성
- IP금융교육 : 발명진흥회 등이 수행하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 외주 등의 경로를 통해 전문화

[그림 7-4] IP금융서비스기업의 밸류업(Value-UP) 대상-구조-목표

□ 기대효과
○ IP금융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IP금융 시장 및 IP비즈니스 활성화 견인
○ IP 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한 정보 생성으로 IP가 갖는 불확실 요인을 완화하고, 양질의
투자상품으로의 전환함으로써 금융시장 활성화 견인

91) https://edu.kocca.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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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거래서비스
가. 지식재산 정보 원게이트(One-Gate) 설계
□ 배경 및 필요성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IP 거래정보를 상호 공유 및 연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거래
플랫폼 간 연계 모델 설계가 필요함
○ 주체별 기술이전 실적이 부처별로 따로 DB로 관리하고 있고, 이들 간에 연계가 되지 않아서
지식재산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표 7-3> 부처별 IP 관련 DB 보유현황(‘20, 한국발명진흥회)
구 분

보유 DB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산학협력단) 기술이전실적

과기부

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DB

산업부

산업부 지정 기술거래기관(135개) 기술이전실적

특허청

특허권리변동 DB, 유형별(특허권 양도, 전용실시, 통상실시),
권리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DB, 심판 DB, 투자 유망 특허 DB

자료: 한국발명진흥회(2020)

○ IP 정보가 연계되면 IP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수요 파악, 중개협상자료 활용, 정책수립
기초 자료 활용, IP 패키지 거래 등을 위한 탐색비용을 낮추고 정보력 확대 가능함
- 특히,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지식재산 거래 등을 위한 예측에도 활용 가능

□ (제언) 다양한 기술거래 정보망의 접근 경로 단일화
○ 다양한 지식재산거래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One Gate-Multi Platforms)를
설계하고, 게이트 진입 후 검색은 통합적 수행하고, 세부 검토 및 매칭은 개별플랫폼에서
수행하도록 시스템 구축
- IP정보를 취합, 제공하는 다부처(여러 전문기관) 정보플랫폼들로의 접근 경로만을 하나의 게이트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여러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비용 줄임

○ 분산화되어 있는 DB를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검색의
편의성 및 정보의 연계성(IP Pooling 설계) 제고
- 단일 부처, 단일 정보망에서 어려운 융복합 IP풀링을 가능하게 하며, R&D 기획 시 전후방 관련
IP 확인의 수월성도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특허전략개발원 등의 지식재산거래 업무의 협력을

- 154 -

논의(기술보증기금 Tech-Bridge 수요정보와 한국발명진흥회의 IP-Market의 민간기업 판매IP정보,
특허전략개발원의 공공기술 SMK 및 패키지 정보를 연계)(’20.12.10)

○ 민간 IP 평가 및 거래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비식별화 방법 고려 가능함
- 기술거래 정보 제공을 선택옵션으로 제시하고, 제공 기업에게 추가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 거래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과정 지원을 확대하는 유인책 마련
- 비정형 평가정보에 포함된 기업 관련 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방안 개발 필요
[그림 7-5] 지식재산 정보 원게이트(One-Gate) 설계 대상-구조-목표

□ 기대효과
○ 양질의 빅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전략(IP전망, IP기획 등) 수립을 통해 시장 수요가 높은
지식재산 창출
○ 정부 R&D 성과 정보의 관리 효율화, 활용 최적화 등을 통한 정부 사업의 생산성 증대

나. 지식재산거래소의 민관 거래 협력 플랫폼화
□ 배경 및 필요성
○ 민간주도의 기술거래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공공주도의 기술거래 중심
- 공공주도의 시장으로 인해 민간 자생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은 상당히 부족

<표 7-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기관 실적
구분

'13

'14

'15

'16

'17

'18

'19

공공기관

1,135

1,059

1,606

3,132

2,918

3,172

3,401

민간기관(A)

260

399

460

801

579

656

937

전 체(B)

1,395

1,458

2,066

3,933

3,497

3,828

4,338

민간비율(%) (A / B)

18.6

27.4

22.3

20.4

16.6

17.1

21.6

자료: KIA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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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기관 TLO와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역할을 기관의 특성과 역량에 맞게 차별화
- 공공TLO는 보유기술 발굴, 진흥기관은 기술이전정보 수집 및 유통, 민간 거래기관은 수요자 발굴
및 중개 알선

□ (제언) 공공 지식재산거래소와 민간거래기관 매칭파트너 프로그램
○ 공공 지식재산거래소는 수요발굴, 공급기술 매칭, 협상, 기술거래, 후속지원 등의 사업을
갖고, 민간 거래기관이 실제 설계자(IP PD)가 되어 해당 사업 중 선택패키지 구성
- 즉, 공공이 거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모듈로 갖고, 민간 전문 거래기관이 설계자가
되어 각 모듈 중 필요한 사업을 담아 하나의 종합 프로그램으로 제시
- 민간기관이 공급기술 매칭, 중개협상, 계약서 작성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나
관련 인력을 지식재산거래소 지원사업으로 매칭하는 구조 설계
- 앞서 제언된 ‘지식재산 거래 원게이트’ 연계 활용 가능
- (예시) 증권거래소와 같이 공공 지식재산거래소는 정보를 수집하여 유통하고, 민간거래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중개 및 알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딜러모형
- (유사사업) 특허청의 ‘민간-공공 협력형 IP 거래 지원사업 모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거래 잠재
역량이 있는 민간거래기관을 선정하고,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

○ 지식재산거래소에 민관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주체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설계함
- 민간거래기관은 충분한 경제적 수익이 있어야 하고, 공공거래기관은 거래 실적, 참여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민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등의 인센티브 필요
- 장기적으로 민간주도형 지식재산거래소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거래기업의 전문성과
공신력, 경험과 노하우 축적 가능한 지원 모델이 필요
- 단, 민간거래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 일몰제를 통해 보육기간 이후 졸업을 명시
- 지식재산거래 이후에 지식재산 활용도를 추적조사해서 실제로 지식재산거래소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정책 설계

[그림 7-6] 공공 지식재산거래소와 민간거래기관 매칭파트너 프로그램 대상-구조-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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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공공R&D성과의 이전 확대를 통해 R&D생산성 제고, 민간 거래주체들의 기술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해 거래 비즈니스 시장 활성화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역량 확대 및 창출된 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R&D 생산성 증대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가. 지식재산 파급경로 확대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정보는 비전문가와 일반인이 접근(이해 및 발굴, 활용)하기 어려움
- 지식재산정보와 혁신 관련 다른 정보(재무정보, 산업통계정보 등)와 융합의 어려우며, 지식재산정보
이해를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함은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제한
- 지식재산정보 활용의 어려움은 비전문가 또는 일반인이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저변
및 부가가치 창출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빅데이터(Big data)로서 지식재산정보의 중요성 부각
-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의 전개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지식재산정보는 오랜 기간
누적되고, 실시간으로 출원, 등록, 심사정보가 발생하므로 빅데이터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분석과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정보의 연계체계 구축 필요
- 단일 데이터보다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되어 새로운 데이터집합(set)으로 구성되었을 때 데이터의
가치와 분석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
- 지식재산정보를 산업데이터인 한국표준산업분류, 무역코드 등과 연계하여 활용 가치 증대

□ (제언1) 이업종 데이터 융합 체계(체인정보) 구축
○ 타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역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92) 등 일반
데이터와 지식재산정보를 융합할 수 있도록 협력적 플랫폼 구축
- 국가(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의 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민간에서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와 연계

92) KIPRIS와 NTIS 데이터가 결합되어 서비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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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2) 성장분야 기술분류체계 구축 및 IP정보 분석
○ 지식재산정보를 이용하여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표준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를 제공함
- 성장산업분야는 국가나 기업별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성장산업의 기술주기도
빠르게 변화는 특성으로 해당 분야로의 진입이나 기술확보 의사결정 어려움
- 관련 기술을 조기에 분석하여 분야(width)와 수준(depth)로 세분화하여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이
기술/Market Intelligence 관점에서 지식재산분석 수행 유도
- 기술 기반 성장산업 정보를 기업에 조기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 R&D방향을
설정하도록 지원

<표 7-5> 데이터 접근성 제고 경로
구분
데이터 융합

목적

내용

비전문가, 일반국민의

지식재산정보와 다양한

지식재산정보 접근성 제고

데이터의 결합

기대효과
지식재산 저변확대

기술분류체계

성장산업 정보를 제공하여

성장분야에 대한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의

구축

신속·정확한 방향설정

표준기술분류체계 구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그림 7-7] 지식재산 파급경로 확대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 대상-구조-목표

□ 기대효과
○ 비IP 분야 또는 경제산업 데이터, 신성장분야 등과 지식재산정보의 융합 범위를 넓혀 사회
각층에서 활용 및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기대함
○ 빅데이터 기반 산업 전망과 R&D기획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 및 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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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재산정보기반 R&I(Research & Innovation) 프로그램 KIPRISRI
□ 배경 및 필요성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생태계는 협소한 시장으로 인해 저마진, 과도한 경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투자에 애로사항이 있음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R&D 기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에 특화된 연구, 혁신
수행 프로그램 필요성은 크나, 영세한 기업에게 R&D는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
- 지식창출을 위한 R&D 투자의 부족은 창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한계로 연결되어 영세성이
지속되므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특화된 R&I*프로그램 설계 필요
* R&I Program은 참여제한 없이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수행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정보를 이용하여
연구(Research)와 혁신(Innovation)에 도전하도록 지원

□ (제언1) 지식재산정보(KIPRIS) 기반 기업 R&I 프로그램
○ 기업 유형(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업종 유형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부합하는
KIPRIS 정보 기반 R&I 프로그램 운영
- 1유형 성장형은 KIPRIS 정보분석을 통해 기업 제품 경쟁력 확대를 위한 R&I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획서에 매칭형 지원하되, 매칭 규모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
- 2유형 전환형은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하여 이업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하되,
이업종진입을 위한 신규 업종 관련 컨설팅 지원 연계

<표 7-6> 지식재산정보기반 R&I 프로그램
유형
1 유형:
성장형

2 유형:
전환형

지원대상

세부내용

벤처,

KIPRIS 정보 분석 기반 제품 속성을 설계하고, 필요 R&I 자금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보 분석을 위한 IP정보서비스기업 매칭 지원
기업규모별 차별화된 매칭 R&I자금율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

이업종 진출 기업

지식재산정보 기반 이업종 데이터 융합 R&I 지원 및 시장 컨설팅 지원(전문기업
매칭)

□ (제언2) 지식재산정보(KIPRIS) 기반 IP전략 R&I 프로그램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들이

KIPRIS

정보

분석을

통해

공백기술,

융합기술,

IP풀링(pooling, package)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IP-R&D, IP비즈니스 기획
- IP-R&D 기획의 경우 연구기관과 매칭, 연구과정에 지속적인 IP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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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비즈니스 기획의 경우 수행 가능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들과 매칭되어 IP비즈니스 수행
- 유형별 맞춤형 후속R&D는 실증지원을 포함하며, 필요시 혁신조달 공공구매로 연계 가능
* 기재부(2020.12)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93)에 따르면,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 구축 및 우수제품은 혁신조달시 우대 해외진출 등 연계 지원 관련 ‘공공기관 접수→실증장소
제공→확인서 발급’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그림 7-8] KIPRISRI 대상-구조-목표

□ 기대효과
○ 기업의 규모 확대 및 안정적 운영,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지식재산 기반 R&D 전략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시장 확대를 견인
- 지식재산정보를 타 정보와 결합하여 타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협소한 지식재산정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9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160 -

참고문헌

[국내문헌]
관계부처 합동(2018),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기재부(2020.12), ｢2021년 경제정책방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김주성, 홍다혜(2013), “엑셀러레이터의 국내외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28(5), pp.
164-173
나성곤(2020), “지식재산법률서비스분야 발전방안”, (본 과제 전문가회의 발표자료: 2020.10.23.)
손수정, 장병열, 임채윤, 유헌종(2012),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성장동력화 전략,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손수정, 임채윤, 박찬수, 황석원, 김명순(2018),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임채윤, 안형준, 이세준, 강민지, 김명순(2020),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은석, 박창현, 박세준, 김주영(2013), 산업간 노동이동성 분석 및 시사점, 조사통계 월보 2013년 10
월, 한국은행
전정화(2017), 국내외 지식재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
보고서, 제2017-11호
주상돈(2020), “특허 콘텐츠와 IP비즈니스 생태계”, (본 과제 전문가회의 발표자료: 2020.8.20.)
조황희, 서지영, 손수정, 양승우(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과
학기술정책연구원
차두원, 유지연(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Issue Paper 2013-01, KISTEP
특허청(2008),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특허청(2011), 2010 지식재산 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특허청(2019), 20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IP 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재필(2019), 국내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161 -

[해외문헌]
Agrwal (2013),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ecosystem in an innovative organization,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India
Andrew Watson(2009), “The IP ecosystem in Europe: IP generation, utilisation and anti-utilisation"
BLS (2009). Patent work: The other side of invention.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
ov/careeroutlook/2009/article/pdf/patent-work-the-other-side-of-invention.pdf
Chao, Joshua(2013), "Tax Incentives for Innovation in a Modern IP Ecosystem,"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15(4), pp.753-754
Crafts, N(2010),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Learing from some of Britain`s successful sectors: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role government,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Eur
opean Investment Bank, BIS Econ Paper, 6, 1-17
Davis, Sara K. (2009). The 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 Twenty excellent years: PIUG’s impact

on patent information. World Patent Information: 31, 140-141.
Ebersole, Joseph L. (2003). Patent information dissemination by patent offices: striking the balance. Wor
ld Patent Information: 25, 5-10.
Fransman, Martin(2007), The New ICT Ecosystem: Implications for Europe
_____ (2009), The New ICT Ecosystem and The Implications for Japan
_____ (2010). The New IT Eco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rdner, Paul (1995). Political Issues Surrounding the Public/Private Sector Debate in the Patent Inform
ation Area. World Patent Information: 17(2), 91-96.
Kallas, Peter (2000). CD-ROM patent archives: will the Internet consign them to history? World Patent
Information: 22, 277-282.
Miles, Ian, Nikos Kastrinos, and Kieron Flanagan(1995), Knowledges-intensive business services: Users,
Carriers and Sources of Innovation, Press
P. T. Harker(1986), Incomplete pairwise comparisons in the analyric hierarchy process, Mathl Modelling
9(11), 837-848
R. W. Saaty(1987),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what it is and and how it is used, Mathl Modelling
9(3-5), 161-176

- 162 -

Schoch-Grubler, Ursula (1995). Patent Offices and Commercial Patent Services: Partners or Competitor
s? World Patent Information: 17(2), 85-90.
Shlevin, Harold H.(2010), "IP Ecosystem, Entrepreneurs, and Sustainable Technology Companies", Geor
gia Institute of Technology
Thomas L. Saaty(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Thomas L. Saaty(1983), Priority setting in complex problem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
ement 30(3), 140-155
Thomas L. Saaty(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 9-26
Townsend, et al.(2012), Future Knowledge Ecosystems, IFTF Report #SR-1236

–

WIPO(2020),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to the 2020 WIPO Assemblies Retrospective 2008-2020.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50_2020.pdf)
Wolff, Thomas E. (2010). The 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 Collaborating via the PIUG wiki and

discussion forums. World Patent Information: 32, 141-144.

[온라인 사이트]
Clarivate https://clarivate.com/derwent/solutions/patent-analytics/ (접속일: 2020년 12월 1일)
PatBase https://minesoft.com/our-products/patbase/ (접속일: 2020년 12월 1일)
USPTO Patent and Trademark Resource Centers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support-ce
nters/patent-and-trademark-resource-centers-ptrcs (접속일: 2020년 12월 1일)
USPTO Open Data https://developer.uspto.gov/ (접속일: 2020년 12월 1일)
USPTO PatentsView https://www.patentsview.org/ (접속일: 2020년 12월 1일)
USPTO 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 https://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reports.htm
(접속일: 2020년 12월 1일)
USPTO Support Centers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support-centers (접속일: 2020년 1
2월 1일)

- 163 -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추진전략 연구
발

행_특허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일_2020년 12월

■ 특허청
주소_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전화_042)481-8238
팩스_042)472-346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소_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전화_044)287-2000
팩스_044)287-2068

이용허락 유형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반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