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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혁신 전략을 구성하고 기술혁신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술혁신에 대한 

보호 여부의 결정과 보호 방법의 선택일 것이다.전통적으로 경제학적인 면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혁신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기술혁신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해왔다.하지만 이러한 보호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특허,비

밀유지,시장 선점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수익 확보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의 국외 연구에

서 드러난 결과로는 특별히 특허가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의 보상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별로 여러 가지의 보상확보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와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혁신 보상확보 메커

니즘의 효과성과 유형을 분류하였다.분석결과,우수한 판매 및 서비스 활동,리드타임,보완적 제조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보상확보 메커니즘,기술혁신,산업,특허,연구개발

Abstract  In devis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trategies and implementing successful technological innovati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may be to determine whether to protec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choose how to protect it. Traditionally,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emphasized to obtain compensation as 
much as possible for innovation in terms of economics and strategy.  However, it can be regarded as a very 
complicated problem to determine such a protection and its level. Generally speaking, enterprises have some 
common mechanisms to secure compensatio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are known to be patents, 
secrecy and lead time advantage.  From the standpoint of enterprises, it is very important what strategies should 
be devised to secure profi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ccording to some domestic and oversea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specific patents are not the best way to Appropriabilit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also implying that there exist several different kinds of mechanisms to Appropriabilit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ach industry. Nevertheless, since it shouldn't be ignored that most of the researches have 
overlook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nterprises and industrial differences, this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ppropriability mechanisms reflecting actual circumstances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 Korea while classifying them. Also The questionnaires and delphi method used in this study. 
As the result of analysis, in the entire industries, the priorities turned out to be in the order of Superior sales 
and service efforts, Leadtime advantage, Complementary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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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원가 감 차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 확보에 요한 역할을 한다.그 과정에서 요

한 사실은 기술 자체의 공헌이라기보다는 기술의 목

지향 인경 이기업의경쟁우 와부의창출을가져온

다는 것이다.이러한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 나 어

질 수 있으며 근본 으로 단히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

을가진매우복잡한분야로Miller&Morris(1999)는오

늘날기업이당면하고있는문제 가장 요하고어려

운 이슈가 기술 신에 한 경 이며,이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기술 신에 막 한 자원을 투입하지만 충분한

효익을 창출하지 못해왔다면서 이 상을 ‘기의 기술

신(innovationincrisi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기술 신은 기업환경에서의 기의식이나 성과에

한불만족,새로운 안의발생,발 을 한의도된변화

로부터일어나게된다.시장의세계화,변화의가속화,제

품수명주기의 단축,정보기술의 발달 등의 변화는 신

의 요성을증가시키는요인들로 로벌시장환경하에

서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차별화

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만 한다.그러기 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신을 해야

만하지만 부분의 신 인아이디어가성공 인신제

품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수천가지의 아이디어 에서 단

하나만이성공 인제품으로만들어진다고한다.그러나

성공 인제품을만들었다고하여반드시수익으로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기술 신 략을구성하고기술 신의성공

실행을 한 요한요소 하나는기술 신에 한보

호 여부의 결정과 보호 방법의 선택이다. 통 으로 경

제학 인 면과 략 인 측면에서 신에 한 보상을

최 한 많이 얻기 해 기술 신을 보호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왔다.하지만 이러한 보호 여부와 그 수 을 결정

하는일은매우복잡한문제이다. 를들면,약한수 으

로 자사의 기술 신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다른 생산자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활용

하도록하고이로인해기술의확산이진 되면기술표

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다.

일반 으로기업들이기술 신에 한보상을확보하

는메커니즘으로는특허,비 유지,시장선 등이있다

고 알려져 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신에 한 수

익 확보 략은 요하다.

기술 신에 한 보상 메커니즘의 표 인 경우인

특허제도의원래목 은발명을보호·장려함으로써국가

산업의 발 을 도모하기 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달성하기 하여「기술공개의 가로특허권을부

여」하는 것에 있다.그러나 특허의 목 에 따른 의도와

는달리특허권강화가기술 신을 진하 다는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2], 한

Jaffe(1999)는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 진에 기여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며,그 원인으로 부분의 산업에 특허가

연구개발의 이익을 보상하는 핵심 인 수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3].Mansfieldetal.(1981)의 연

구에서는미국의48개의특허가등록된신제품을 상으

로조사한결과,제품출시후4년이내에60%가가품으

로생산되는것을알수있었으며[4],Schewe(1993)의연

구에따르면독일의기계 자산업분야의기업들

57.5%가특허가가품의방지에효과가없는것으로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이것은 특허가 특허제

도의 목 과 달리 기술 신을 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방의 상이 되는 특허의 역설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하겠다.

특허는 기술 신을 한 R&D에 독 인 권리를 보

장해 주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안정 인 이익의 가

능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국외 연구에서 드러

난결과로는특별히특허가기술 신에 한보상확보를

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는기술 신의보상확보를 해서는산업별로여러가지

의 보상확보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그

러나 지 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 기업의 특성과 산

업별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을 무시할 수 없다.

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산업별로 보상확보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본 연구

에서는산업별메커니즘의유형을분류하고산업별차이

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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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보상확보 메커니즘이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의 결과물

에 한수익을 유하고확보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

다.기업의기술 신에 한보상확보에 한연구는국

내에서는거의없는실정이지만국외에서는활발히이루

어지고있으며,미국·유럽등을 심으로연구가되고있

다.국내에서의 연구는 기술 신 보상확보 메커니즘에

해 주로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업 략과 특허의 효율

성·효과성등특허권의활용에 한연구가주를이루고

있으며,기술 신의보상확보와효과성에 련한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국외에서의 연구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산업에 맞추어 다양한

보상확보 메커니즘에 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선

행연구들은 시 별,연구자별,국가별로 차이 을 보이

고,그에 따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Levinetal.(1987)의연구결과에따르면우수한

매 는서비스에 한노력이가장 요한요인이며,

업비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Wyattetal.(1985)는 미국,유럽,일본 등 130개의 회

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노하우가 가장 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7].

Konigetal.(1995)의 연구에서는 장기 고용을 최우선

으로하는결과가나타났으며,특허는5번째로 요한것

으로 나타났다[8].Arundel(2001)은 유럽의 2849개 기업

을 상으로조사하여리드타임(leadtime), 업비 ,디

자인의 복잡성등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 으며,특허와

련된항목은하 권에있음을보여주었다[9].Cohenet

al.(2000)역시특허가연구개발투자에 한보상을확보

하는데 있어 한 수단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으며 오

히려비 을유지하거나혹은리드타임을확보하는것이

연구개발수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하

다[10].

특허는 보상확보 메커니즘 에 가장 리 알려져 있

으며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이는 사회 인 제도로써

특허를 장려하기 한 정책과 더불어 특허가 주는 독

인권리(20년)에따른이 을활용하려고하기때문이

다.이론상으로는특허는제한된시간(20년)동안 신에

한 독 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완벽한 보상확보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신에

한보상확보수단으로특허이외의수단이효과 임을

보여주고 있다.

리드타임이란 제품 등을 기획에서 제품화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을말하거나서비스등의발주에배달시간까지

의 시간 혹은 로젝트 등의 기획에서 실시까지의 비

기간을 말한다[11].

일반 으로기업내부의정보들은외부로알려져있지

않으며,독립된 경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 로

유지된생산방법 기타R&D활동에유용한기술상

는 경 상의 정보를 업비 이라고 한다[12].기업이미

지의향상은제품에 한매출, 랜드가치,제품가치등

을 높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에서의 제조

서비스의보완을 해R&D를통해기존의 매나서비

스를보완하기 하여활용하고있다[12].훌륭한제품이

더라도이를생산할수있는제조능력(보완 제조)이없

으면수익확보는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11].이외에도

연구개발에 한 보상확보를 한 방안으로 특허를 출

원하여침해를방지,특허출원을통해다른기업에게사

용료를부과,라이선스비용을확보하기 해특허출원,

의장등록,디자인의복잡성,우수한 매 서비스노력

등이 있다.

보상확보 메커니즘에 한 연구는 Levinetal.(1987)

의 연구를 시작으로 Cohenetal.(2000),Arundel(2001),

Thumm(2003),Hussinger(2005),González-Álvarez&

Nieto-Antolín(2007) 등 해외에서는 많은 연구

[6][9][10][13][14][15]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

서는미흡한실정이다.본연구에서는wyattetal.(1985)

의 연구에서 제시된 6개 요인,Levinetal.(1987)의 연구

에서 6개요인, Harabi(1995)의 6개 요인,

Konig/Licht(1995)의 6개요인,Arundel(2001)의 5개요인,

Cohenetal.(2000)의5개요인,Thumm(2003),9개요인,

Hussinger(2005)의 3개요인, González-Álvarez &

Nieto-Antolín(2007)의연구에서제시된4개요인등보상

확보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3.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3.1 델파이법

델 이법은미래에 한 측기법의한가지로 문가



기술혁신 보상확보 메커니즘 효과성의 산업별 차이와 유형

13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135-144

Patent

asetofexclusiverightsgrantedbya

sovereign state to an inventoror

assigneeforalimitedperiodoftim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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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활용하는 경우,어떤 목 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일반 으로 델 이법은 미래의 목표,목

는 행동과정에 한 집단의 의견 일치를 근 시키는 데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 인 자료가 없을 경

우,앞으로 발생할 외 요소 변화가 지 까지의 발 을

지배했던요소보다더 요하다고 단되는경우에 문

가의견해는거의유일한 측의자료가될수밖에없다

[16].하지만 델 이 조사에 의한 측연구는 여 히 불

확실한상황을연구 상으로삼고있다는기본 인한계

때문에 ‘비과학 인 이론 ’이라는 비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델 이법 그 자체로서 정확성 여부만을 논하자면

이와 같은 비 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델 이법의 궁

극 인목 이 재상황과시 에서의의사결정을돕는

데 있다면, 측조사로서의 가지는 의의는 충분할 것으

로보인다[17].본연구에서는보상확보메커니즘의 요

도를 분석하기 한 다양한 분석기법들 델 이법을

사용하고자 한다.기업의 보상확보 메커니즘의 도출은

신뢰할 수 있는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에

서 경험이 있는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하 으며,이를

통해 문가들의 견해를 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델

이 법을 사용하 다[18].

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보상확보 메커니즘의 조작 정의

는 다음과 같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3.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보상확보 메커니즘을

10인의 문가에게 델 이 조사를 실시하 다.

델 이조사는 특허가치평가 문가 5명,변리사 2명,

교수3명등 련분야에서활동을하고있는 문가를

상으로하 다.델 이조사를통해 조사결과 업비 ,

리드타임,보완 매 서비스,보완 제조,의장등록

등 총 13가지 보상확보 메커니즘을 도출하 다.

본 설문조사는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특허담당 실

무자 55명을 상으로 실시하여 요도를 산출하 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1일～11월 30일까지 련 분야

문가를 상으로 방문을 하여 설문조사를 하 다.설

문에 참여한 문가는 연구개발 분야 한 이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향을

수 있는 문가들로 구성하 다<Table2>.설문응답은

5 척도를사용하여,“매우동의함”을의미하는5 부터

“ 동의하지않음”을의미하는1 까지5단계로나

었다. 한 각 산업별로 보상확보 메커니즘의 요도를

측정하기 하여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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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the Appropriability Mechanism

　
Patent

s
DR

Secrec

y
CoD LTA LCE CSS CM PPD PSR

LTE

R
CIC SS

electronics 3.50 3.00 3.30 2.80 3.60 3.10 3.20 3.50 3.20 3.40 3.30 3.30 3.50

chemical 3.67 3.00 3.00 3.33 2.67 2.33 2.33 3.00 2.67 2.67 2.33 2.67 2.67

telecommunicati

on
4.00 3.00 4.00 3.50 4.00 3.50 3.00 3.50 3.50 3.00 3.50 3.50 3.50

s/w 3.44 2.81 3.25 2.75 3.13 3.31 3.50 3.44 3.31 2.50 2.75 3.25 3.50

machinery 3.00 3.00 3.00 3.00 4.00 3.67 3.00 3.33 3.67 3.33 3.67 4.00 4.00

pharmaceutica

l
2.67 3.33 3.33 3.33 4.67 3.00 3.67 3.33 3.33 2.67 3.00 4.00 3.67

bio 3.50 3.50 3.50 4.00 4.00 2.50 4.50 4.00 3.50 3.00 3.50 2.50 3.50

motor 3.40 3.00 4.00 3.00 3.80 3.60 3.40 3.20 3.20 3.40 3.20 3.40 3.40

electric 3.33 2.67 3.67 3.33 3.67 3.00 3.33 3.33 3.67 2.67 2.67 3.33 4.00

metal 2.50 2.50 2.50 2.50 3.50 3.00 4.00 4.50 3.50 2.50 2.50 3.50 3.50

shipbuilding 3.00 2.50 3.50 2.50 4.00 3.00 3.50 4.00 2.50 2.50 3.50 3.00 4.50

food 3.00 3.00 4.00 3.50 3.50 3.50 3.00 3.50 4.00 3.50 4.50 4.00 3.50

textile 3.50 4.00 3.50 4.00 3.00 3.00 4.50 4.00 3.50 3.50 3.50 4.00 4.00

*DR:Designregistered,CoD:Complexityofdesign,LTA:Lead-timeadvantages,LCE:Learningcurveeffects(economiesofscale),

CSS:Complementarysales/service,CM:Complementarymanufacturing,PPD:Patentstopreventduplication,PSR:Patenttosecure

royalties,LTER:Long-termemploymentrelationship,CIC:Costsofimitationforcompetitors,SS:Superiorsalesorserviceefforts

3.4 표본의 특성

표본의특성은다음과같다.설문 상산업군은총13

개이며,그 에서도 S/W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29%,

자산업이18%,자동차산업이9%순으로나타났다.

련분야 경력으로는 10년이상 15년 미만이 38%,5년이상

10년미만이29%,15년이상이22%순으로나타났다.학

력은 학사 67%,석사이상이 33%로 나타났다. 한 기

업은 20%, 소기업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Frequency
Percent

(%)

Industry

electronics 10 　18
chemical 3 　5

telecommunication 2 　4
s/w 16 　29

machinery 3 　5
pharmaceutical 3 　5

bio 2 　4
motor 5 　9
electric 3 　5
metal 2 　4

shipbuilding 2 　4
food 2 　4
textile 2 　4

Career

~5 6 11
5~10 16 29
10~15 21 38
15~ 12 22

Education
BA 37 67
MA 18 33

4. 연구결과

4.1보상확보 메커니즘

산업별로어떠한보상확보메커니즘이유력한지에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Fig.1]과 같다.

먼 체 산업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상확보 메커니즘으로는 우수한 매 서비스 활동

(Superiorsalesandserviceefforts,3.56),리드타임

(Leadtimeadvantage,3.53),보완 제조(Complementary

manufacturing, 3.49), 보완 매 서비스

(Complementarysales/service,3.40)순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매 서비스 활동은 새로운 제품의 경쟁우

를 보호하고 확보하는데 있어 향을 미친다. 한 리

드타임과학습의장 을보다더강력하게해 수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경쟁기업에비해우수한 매활동

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 이 많아지게 된다. 를

들면,우수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지 않은 소기업에 비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이로인해다른요인들보다우수한 매 서비스

활동이 1 로 나타났다.

리드타임은 2 로 나타났다.기업의 입장에서는 리드

타임을 이는 것이 건이다.발주부터 제품공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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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ropriability Mechanism by industry

까지의시간을 이면경쟁기업에비해경쟁우 를얻을

수있게된다.생산 인측면으로보면,리드타임을 이

는 것은 시장선 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보완 제조는3 로나타났다.최근에스마트폰시장

을보더라도보완 제조는경쟁기업의제조능력과제

품에 한완벽한이해를바탕으로시장을 장악할수있

는 능력,후발진입자로서의 불리한 을 극복할 수 있게

해 다[11].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 으나,

이를 극복하게 해 것이 바로 보완 인 제조 능력이다.

일반 으로 보완 매 서비스는 기업에서 생산

하는제품과서비스의가치를보다높여 수있어기업

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로인해많은기업들은보완 매 서비스를보

상확보메커니즘의 요한방안으로보고있다..이로인

해 보완 매 서비스는 4 로 도출되었다.

4.2 산업별 보상확보 메커니즘

산업별로 보상확보 메커니즘의 요도를 살펴보면

<Table3>,[Fig.2]와같다.먼 자산업에서는리드타

임이1 로도출되었다.최근 자산업은다른산업에비

해 빠른 기술진보를 보이고 있으며,많은 경쟁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이에 다른 보상확보 메커니즘 보다는

리드타임으로 시장을 선 하는 략이 요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른산업에비해화학산업에서는보상확보메커니즘

으로특허를더 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

과가나온이유는다른산업군에비해원천기술을더

요하게생각하고있는산업의특성이반 되었기때문이

다.통신산업에서는 특허, 업비 ,리드타임이모두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에서는보완 매 서비스가1 로나타

났다.S/W산업에서는 일반 으로 업비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W 특성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는 쪽으로 추세가 흐르고

있고,오 소스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보인다.기계산업에서는 리드타임,우수한 매

서비스의 노력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산업에서는리드타임이더 요한요소로나타났

다.일반 으로 제약에서는 특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원천기술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여 제품을

출시하기까지15~20년정도소요가되기때문에최근에

는 리드타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과섬유산업에서는보완 매 서비스

가 요한요인으로나타났으며,자동차산업에서는 업

비 이 더 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산업과,조

선산업에서는 우수한 매 서비스의 노력이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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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dial Chart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속산업에서는 보완 제조가

요한 요인으로 식품산업에서는 장기고용 계의 유지

를 통한 이 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4.3 보상확보 메커니즘과 산업

업비 을 요시하는산업은통신산업,자동차산업,

식품산업으로 나타났다.통신산업은 장치산업,네트워크

산업,기술주도 산업의특성을모두가지고있다. 한

기술의 트 드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빠르기 때문

에 업비 이 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은다양한생산공정,산업연 효과,규모의

경제의 특성 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일반 으로 자

동차 산업의 경우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업비 이

다른산업에비해 요한것으로알려져있다.그러나최

근에는 업비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

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핵심 기술

이나 디자인을 도면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리드타임을 요시하는산업은제약산업으로나

타났으며,보완 매 서비스를 요시 하는 산업은

바이오산업과섬유산업으로나타났다.보완 제조를

요시하는산업은 속산업으로나타났으며,우수한 매

서비스의노력을 요시하는산업은조선산업으로나

타났다.조선산업의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며,다

른 산업에 비해 자본집약,노동집약,기술집약 인 산업

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 로벌 단일시장으로

서원가 기술경쟁력이없으면경쟁에서뒤처지게된

다.이로 인해 제품의 신으로 경쟁우 를 유하는 것

이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4.4 특허출원 목적

기업에서 연구개발에 한 결과를 특허로 출원을 하

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상확보의 메커니즘 에서 특

허를 선정 하 으며,기업들을 상으로 특허를 출원하

는 목 에 해서 조사를 하 다<Table4>.

<Table 4> 

Factors AVE STE VAR RANK

ER 3.84 0.88 0.77 1

ITIC 3.82 0.84 0.71 2

PPIS 3.61 0.94 0.88 3

Blocking 3.61 1.02 1.04 4

PC 3.59 1 1.01 5

ISRD 3.41 0.85 0.73 6

FUN 3.18 0.91 0.83 7

*ER:EnhanceReputation,ITIC:improvethetechnological

imageofyourcompany,PPIS:preventpatentinfringement

suits,PC:Preventcopyingorprotectowntechnologyfrom

imitation, ISRD: improve the situation in R&D

co-operations,FUN:Foruseinnegotiation:crosslicensing,

jointventure



기술혁신 보상확보 메커니즘 효과성의 산업별 차이와 유형

14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135-144

연구결과,회사의 인지도 향상을 해 특허를 출원하

고있다는것이1 로나타났다.최근에기술경쟁이치열

해지고 있으며,기업간 회사의 인지도 향상을 해 특허

를 출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 한 결과

라할수있겠다.삼성의경우는2013년에미국내특허출

원이 IBM에 이어 2 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 삼성은

기술의 심, 신을 잘하는 기업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

고 있다.기술 이미지 향상은 2 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회사의 인지도 향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특허침해 소송방지가 3 로 나타났다.기술

이 발 하고 융복합 인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제는 하나의 특허만을 가지고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

게 되었다.최근에 특허분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그

어느때 보다도 특허의 요성을 인식하게 되어,특허소

송을 사 에 방지하기 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외에도 경쟁자의 활동차단,이미테이션 방지,

R&D 업을통한이미지향상, 상요소순으로그 요

도가 나타났다.

5. 결 론

본연구에서는기업이기술 신으로부터수익을창출

하는데 향을주는요인들을살펴보고어떤메커니즘이

기업의 신을보호해 수있는지를알아보았다.일반

으로기업들이기술 신에 한보상을확보하는메커

니즘으로는특허,비 유지,시장선 등이있다고알려

져 있다.이러한 메커니즘의 효과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차이를 문가 인터뷰

와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과 통계 인 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 이며,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들이효과 인특허 략을수립하는데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국내 산업계에서는 기술

신에 한 보상을 확보하는 메커니즘 에 어떠한 방안

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도출하고 국내 산업에 맞는 보상

확보 략을 제시하 다.

분석결과, 체산업에서는우수한 매 서비스활

동(Superiorsalesandserviceefforts,3.56),리드타임

(Leadtimeadvantage,3.53),보완 제조(Complementary

manufacturing, 3.49), 보완 매 서비스

(Complementarysales/service,3.40)순으로 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업비 을 요시하는산업은통신산업,자동차

산업,식품산업으로나타났다.리드타임을 요시하는산

업은 제약산업으로 나타났으며,보완 매 서비스

를 요시하는산업은바이오산업과섬유산업으로나타

났다.보완 제조를 요시하는 산업은 속산업으로

나타났으며,우수한 매 서비스의 노력을 요시하

는 산업은 조선산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 의의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기술 신의 보상확보 메커니즘에 한 실증 연구

를 제공한다는 이다.기술 신 분야에서 보상확보에

한연구를국내기업을 상으로한연구는거의찾아

보기어렵다.본연구는기술 신에 한이해를넓히고,

기술 신의 보상확보 메커니즘의 구체 인 차원들을 식

별하 다.둘째,산업별로 기술 신에 해 어떠한 보상

확보메커니즘이유력한지에 한설명을제공한다는

은본연구의 요한기여요소이다.기술 신에 한보

상확보 략과핵심 인조건을 악하기어려운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가 지니는 가치는 지 않다고 여겨

진다.

본연구의실무 의의는 리자(연구개발담당자,특

허담당자 등)들이 기술 신에 한 보상확보 략에 있

어서 실무 으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

다는 이다.일반 으로 기업에서는 살아남기 해

신을 하게 되고, 신에 한 결과물을 유하고 보호하

기 해 다양한 략을 취하게 된다.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기술 신에 한보상확보메커니즘을토 로실

무자(특허담당자,연구개발담당자)가 자사에 유력한 보

상확보메커니즘과필요한 략을 악하고이를토 로

특허경 략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 신에 한 보상확보 방안을 요하게 인

식해 오지 않은 기업들이 보상확보 메커니즘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기술 신의 보상확보 략과 특허경

략에 상당한 심을 가질 것으로 기 되며,이는 변하

는기업환경에의 응과기업의지속가능한경쟁우 확

보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각

요인간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다.이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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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연구에서는각요인간독립성이확보될수있도록해

야 할 것이다. 한 본 논문에서는 산업별 차이를 한

ANOVA분석을고려하지않았고설문 상기업이55개

밖에 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향후연구에서는 설문 상 기업

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며,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

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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