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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 the influence of growing popularity of “hallyu” (Korean wave), corporates that have copyrights such as music,
movie, drama as their core competitiveness are showing continuing growth. In Addition, they built on contents are rapidly
growing, interests i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nked to contents are growing.
Global contents development corporate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create profits out of copyrights. They could utilize
original contents to strengthen brand value use it to produce additional contents in current market. Also they take
advantage of existing storyline of the contents and strong brand to explore new markets.
This paper looks into Value articulation model by Professor James Conley and analyzed the firms that utiliz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xtend the period of protection,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nd succeeded in breaking into new
market by using the rights they possess.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usa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expansion strategy of <Pororo> of Iconix, the Korean entertainment company, which gained tremendous popularity in last
ten years using this model.
In Value articulation model, Conley classifies the process of exploiting the portfolio of the single product’s(or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a period of time into three stages ; value transference, value translation, value transportation.
Pororo’s strategy of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suggestive to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Under the
influence of hallyu” (Korean wave), domestic contents such as movies, dramas and music are enjoying the high level of
popularity recently not to mention animations. In reality,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who have no background or
experi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t creating enough added values compared to fast growing market. It is
believed Iconix’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strategy will suggest positive aspects to domestic companies.
Moreover, I hope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Conley’s value articulation are
studied and they can make contributions to managing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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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계약상 노하우와 지식
재산권의 활용 경험이 부족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기업의

있으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무형 자산은 기업의 성패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결

한편 책이나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는 본질적

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Lester Thu-

으로 무형자산인 콘텐츠의 확산과 권리의 유동화에 한

row(2001)는 기술과 지식은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유

계가 크다.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특성

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보다 현대적인 기업 경쟁력

상 수용자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전파에 제약이 따

의 원동력을 혁신의 중요성에 두었고 이는 지식경영의

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의 권리적 측면에서도 마

핵심이기도 하다. 이들 무형자산의 대부분은 20세기

찬가지다. 저작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그 존속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제시한

기한이 저자의 사후 70년이며 2차 저작물작성권과 같

주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넓은 범위의 지적

은 다양한 권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열려

자본(intellectual capital)으로 표현될 수 있다. 슘페터

있다. 그러나 권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콘텐츠의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가치 창조의 유일한 원천

확산과 성공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권

을 혁신으로 보았다.

리의 존속기한이 길어도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글로벌 특허 평가기업 오션 토모(Ocean Tomo)에

창출하지 못하면 권리의 보유가 무의미한 셈이다. 이

따르면 2015년 기준 S&P 5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때문에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들은 저작권을 기반으로

가치 구성 요소 중 지식 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의 비중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원천

은 1975년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무형자산의

콘텐츠를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 가치

로 현재 시장에서 다른 추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의 약 84%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때문이다. 또한 구축된 콘텐츠의 스토리 라인과 강력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강력한 특허 포트

한 브랜드 파워를 통해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도 진출

폴리오를 구성하는 한편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지식

할 수 있다.

재산 경영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문화콘텐츠를 개발 할 때

러나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을 기업의 핵심 자산이

동시에 캐릭터를 통한 부가 사업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부수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

일반적이다. 미국 디즈니사의 성공 전략에서도 알 수

재산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분쟁을 방어하는

있듯이 영화, TV, DVD,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각 미디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기획, 제작, 판

특히 최근에는 한류(韓流)의 인기를 타고 음악, 영화,

매 한다. 동시에 디즈니랜드나 호텔 등 레저산업을 통

드라마 등 저작권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

해 고객이 직접 캐릭터를 체험하고 생활 속의 일부로

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

고 있다. 이러한 기업 중 일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의

략은 클래식 애니메이션에서 도출된 저작권과 캐릭터

중요성에 대한 학습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권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디즈

해외 시장에서 각종 저작권, 상표권 침해를 당하면서

니사는 그들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의 경제적 생

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시

명을 최대화하고 상표와 캐릭터 권리 등의 연관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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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이전시키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고영희,

Ⅱ. 이론적 배경

2013).
국내산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 받는 지금이

2.1 아이코닉스와 <뽀롱뽀롱 뽀로로> 개요

야말로 콘텐츠 제작의 가치사실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뽀롱뽀롱 뽀로로>를 기획하고 각종 라이선스 권리

선진 콘텐츠 경영전략 사례를 학습하고, 특히 무형자

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코닉스는 애니메이션 기획, 마케

산의 법적권리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

팅 전문 회사로 2001년 설립됐다. 아이코닉스의 전신

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 주목해야 할 시점

은 1996년 금강기획 애니메이션 사업팀이다. 당시 <짱

이다.

구는 못말려>, <꼬마 마법사 레미> 등을 배급했지만

이같은 지식재산 경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논문에

IMF 위기로 금강기획이 애니메이션 사업을 정리하고

서는 지난 10년 간 국내외에서 가장 각광받은 토종 캐

광고에 집중하게 되면서 당시 팀의 일원이었던 최종일

릭터 <뽀롱뽀롱 뽀로로>를 개발하고 관리해 온 ㈜아

현 아이코닉스 사장이 2001년 직원 6명으로 아이코닉

이코닉스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사례를 통해 심층분

스를 설립했다.

석하고자 한다. 전략적 분석을 위해 Conley(2013)의

설립 당시 아이코닉스는 <게으른 고양이 딩가>, <짱

‘가치 연결(Value articulation)’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구는 못말려> 등 애니메이션에 대한 배급이나 사업 대

이는 산업과 업종, 제품에 관계 없이 기업이 지식재산

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던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하

중 당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장르 애니메이션을 분

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이

석하면서 4~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용

다. 본 모델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제약, IT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시장이 틈새시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가치 연결전

이후 아이코닉스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보다는 제작비

략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기업을 대

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방

상으로 한 분석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향을 설정하고 목표 고객인 유아들에게 맞는 차별화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대표 캐릭터인 아이코

된 제작 전략을 실행했다.

닉스의 뽀로로에 대한 가치연결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

아이코닉스는 작은 회사 규모로 <뽀롱뽀롱 뽀로로

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치연결전략에 대

>의 제작 전반을 모두 담당할 수 없었다. 특히 2002년

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능성을

자체 기획한 애니메이션이 실패하면서 경영상 어려움

제시하고 향후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

도 겪었다. 이 때문에 아이코닉스는 다른 전문 기업들

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국

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2002년 당시

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방

을 위한 무형자산과 지식재산권 활용의 전략적 시사점

송 매체로는 EBS, 애니메이션 제작사로는 오콘을 끌어

을 도출하고자 한다.

들여 <뽀롱뽀롱 뽀로로>를 제작하게 됐다. 뽀로로는
탄생과 함께 각종 기관과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하며
사업적 성공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는 대
한민국 캐릭터 대상 대통령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해
토종 캐릭터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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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는 콘텐츠 자체가 가진 정성(定性)적인 측면
과 전략적인 측면이 어우러져 큰 성공을 거뒀다.

름은 ‘뽀로뽀로’ 였으나 이는 프랑스에서 부정적인 뜻
이 있다고 해 ‘뽀로로’ 라고 변경했다. 뽀로로는 순 우

유아용 애니메이션이라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뽀

리말로 종종걸음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뜻한다. (김유

로로는 유아가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영, 2010) 뽀로로는 처음부터 특정 국가나 문화권이

인 5분 분량으로 애니메이션을 줄였다. 특히 1,2초에

아닌 글로벌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는 캐릭터가 되도록

짧은 시간 보여지는 캐릭터들의 미세한 동작에서도 아

기획되었다. 사람을 캐릭터로 할 경우 인종, 문화적으

이들이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관찰해 반영했다.

로 한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캐릭터로 했고

캐릭터의 크기와 성격 역시 유아들의 행동을 분석해

캐릭터 이름 역시 특정 문화권에서 비우호적으로 인식

선호 요소를 반영했다.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철저한

될 수 있는 이름이나, 부정적 어감의 단어는 피했다. 또

피드백을 받아 유아원을 통해 아이들의 반응을 시험하

한 해외로 수출될 경우 그림의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

고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았다. (김유

을 절감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문자를 처음부

영, 2010)

터 영문으로 사용했다.(송병준, 2010)

뽀로로는 기획과 제작 단계부터 이미 해외시장 진

특히 미국과 일본과 같은 전통 애니메이션 강국이

출을 겨냥했다. 아이코닉스가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염

아닌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장이 조성된 유럽을 겨냥했

두에 둔 것은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가 제작비

다. 이 결과 해외 각국의 페스티벌에 참가해 방송 직후

회수도 쉽지 않을 정도로 협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외 각종 어워즈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이유로 뽀로로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

주목을 받았다. 2003년 프랑스 지상파 국영방송 뿐 아

에 두고 캐릭터 개발 시 만국 공통으로 어린아이들에

니라 북유럽,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2005년 총 21개

게 소구하는 동물 캐릭터를 이용했다. 초기 캐릭터 이

국에 진출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림 1> 아이코닉스의 사업분야

출처: 아이코닉스 홈페이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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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닉스는 이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뽀로로

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호요정 미셀, 치로와 친구들, 제트레인저,
태극 천자문 등 매년 창작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2개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애니메이션을 해외에 수출
하고 있다.

2.2 지식재산권의 가치연결(Value
Articulation) 모델
선도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경영 기업들은 기업의 자

최근 아이코닉스는 캐릭터 기반 엔터테인먼트 사업

산과 연구개발(R&D), 시장의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의

의 전문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컨텐츠를 활용하고 확장

종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활용하고 있다. 개별 지식

하는 사업분야를 확대하여 조직을 구축했다. 주요 사

재산권이 가진 한계를 서로 보완해 극복함으로써 새로

업분야로 핵심 애니메니이션 캐릭터를 개발하는 미디

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식재산이 가진 권리의 존속 기

어컨텐츠분야, 라이선스 협력파트너를 통해 다양한 캐

한을 연장하기도 한다.

릭터상품을 개발하는 라이선스 사업분야, 해외 방송사

제조업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상품화를 위한 글

그 동안 기술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리에 주

로벌사업, 이벤트, 공연 및 테마파크 등을 담당하는 공

력했으나 최근에는 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의 중요성

간사업, 유아전용 모바일 플랫폼과 온라인 컨텐츠를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권과 디자인권, 저작권

개발한느 모바일사업분야, 캐릭터기반 다양한 유아 놀

과 같은 기타 권리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

이상품을 개발하는 교육문화사업 분야, 다양한 뉴미디

지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이 근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콘텐츠 유통과 최적화된 미디

있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의 경우에도 권리 행사를 통

어 믹스를 개발하는 미디어사업 분야로 전략적이고 전

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적인 지식재산 가치확산이 가능한 사업 영역으로 집

지식재산권의 개별 권리들은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의

<그림 2> 지식재산권의 존속 기한과 연속성

출처: ‘Snow White shows the way’, J. Conley, 2011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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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속 기간이 다르기 때

한정되어 있는 권리에 기초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

문에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어느 한 권리

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표권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그

에 치우치지 않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해야

수명에 제한이 없는 권리로까지 확장해 보호할 수 있

한다. <그림 2>는 지식재산권 별 존속 기한과 기능적

는 방법을 분석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기업들이

측면을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보유한 지식재산권리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

<그림 2>에서 나타나듯 특허의 경우 기술을 개발하

치를 서로 연결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

면 20년 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

장하고 지식재산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지만 반대로 20년 이후에 특허가 공개된 이후에는 누

이다.

구나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상표권은

Conley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단일 상품 속 지

기능적인 보호 장치는 없지만 보호 기간이 무한대로

식재산권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상품이 가진 지식재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강력한

산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을 가치 이전(Value transfer-

상표권을 구축하면 시장에서 식별력을 획득하더라도

ence), 가치 변형(Value translation), 가치 확장(Value

다른 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식별력을 얻은 상표에 대

transportation) 3단계로 구분했다.

해 무임승차 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경

가치 이전(Value transference)의 경우 기존 제품, 서

우 강력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타 기업의 침해 행

비스군을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에서 조율, 통합, 변형

위로 부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이 양

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는 전략이다. 가치의

극단의 가운데에는 저작권은 특허보다는 기능성 측면

이전은 주로 특허나 저작권에서 시작해 고객에게 가치

에서 떨어지지만 권리의 존속 기한은 특허보다 더 길

와 차별화를 느끼게 한 뒤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이 굳

다.

어져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품이나 서비스

개별 권리들은 이같은 장단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

가 가진 브랜드로 인식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한 기업

히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개별 지식재산권만으로는 시

들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장에서 제품의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인지시키기 쉽지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해 영구적인 독점을 구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식재산권에 기반해 제품이나

축하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시도를 한다.

서비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동시에 여러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평판을 관리해나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제품의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시장의 혁신적인 상품들은

특장점을 브랜드 그 자체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으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

이를테면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의 경우 저칼로리

니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제품

의 단맛을 내는 특허를 이용해 FDA 승인을 받은 뒤

가치의 수명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1981년부터 ‘뉴트라스위트’라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

James Conle(2013)가 제시한 가치 연결 (Value ar-

으며 이어 빨강색과 흰색이 섞인 사탕 모양의 로고를

ticulation) 전략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디자인, 상표,

상표권으로 안착시켰다. 특허 물질에서 시작한 제품이

저작권 등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 권리를 상호 보완적

마케팅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과 함

이고 전략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모

께 새로운 브랜드와 상표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델이다. 이 이론은 특히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수명이

이후 아스파탐의 특허 기한은 만료됐지만 뉴트라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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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브랜드는 상표권으로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러한 시장은 기업의 기

있게 되었다.

존 채널과 고객군으로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

‘가치 이전’ 전략은 지식재산 권리의 최적화된 조합

다. 시장 진입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채널을 요구

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나 저작권

하는데 기업은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기존

과 같이 수명이 한정적인 권리를 활용해 고객에게 제

제품과 채널을 레버리지 삼아 신 시장으로 가치를 확

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적 가치를 궁극적으로는 ‘상

장할 수 있다. 가치 확장의 가능성은 조인트벤처, 라이

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지닌 경쟁

선스, 인수 합병(M&A) 등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

력있는 브랜드 형태로 발전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 기업은 신 시

의 핵심은 특허와 저작권을 경쟁력있는 제품과 서비스

장에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로 활용해 얻어진 평판과 가치를 브랜드를 통한 상표권

제품으로 전환시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시장과 사업 영역으로 그들의 행동 범위를

가치 변형(Value translation)은 가치 이전으로 획득

넓힐 수 있다.

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2차, 3차 상품으로 변형시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 몬산토의 경우 사업 초기 특

켜 파생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말한다. 기업이 기

허 받은 제초제를 ‘라운드 업(round up)’이라는 브랜드

존 시장에서 획득한 평판과 채널, 고객을 지렛대 삼아

를 이용해 판매했다. 이후 시장에서 강력한 인지도를

파생 상품으로 기존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즉

얻은 라운드업 브랜드와 새로운 바이오 특허를 기반으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제품을 차별화 하고, 기

로 ‘라운드업 레디(round up –ready)’ 브랜드를 통해

존 시장에서 제품 카테고리를 넓혀 나가며, 시장 점유

특정 제초제에 내성을 지닌 유전자 이식(transgenic)

율을 성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다.

종자 시장에 진출했다. 가치 연결 전략을 통해 90년 이

애플의 사례를 들면 기존의 아이팟과 아이튠즈
(i-tunes)시스템으로 구현한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아

상 된 전통 화학 기업에서 새로운 바이오 농업 비즈니
스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팟 미니, 아이팟 셔플, 아이팟 나노 등 새롭고 다양한

<그림 3>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가치 이전

형태의 디바이스로 변형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이

(Value transference), 가치 변형(Value translation),

튠즈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기반한 기술적인 지식재산

가치 확장(Value transportation) 과정을 거쳐 현재 시

을 바탕으로 애플 제품 고유의 디자인을 적용한 디자

장에서 브랜드 강화를 통한 반영구적 권리를 획득하

인권에 의해 제품 변형이 가능하다. 애플은 회사가 소

고,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며, 새로운 시장에서 성

유한 소프트웨어 특허와 디자인권을 이용해 디지털 음

장하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초기

악 플레이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형성한 가치를 그 제품이 가진

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의 존속 기한이 다하더라도 다른 권리로

즉 가치 변형 전략의 역할은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
에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라인
업을 확장하면서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있다.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가치 연결 전략을 통해 최초
그 수명과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특허나 저작권 등 개

가치 확장(Value transportation)은 기업이 지식재

별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시간이 지나 기존 시장에서

산권을 이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신 시장으로

시장 점유율을 증가 시켜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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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식재산권의 매니지먼트를 통한 가치 연결 모델

출처: Value articulation, J. Conley, 2013

로의 진입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지식재
산권의 활용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확장되는 것이다.

다.
특히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기술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사

살펴본 바와 같이 Conley의 모델은 각 지식재산권

례들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가치 연결 전략은

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최대

비단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권 취득으로 이뤄지는 것만

한 풍부하게 활용한 사례와 방법을 제시했다. 다양한

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때로 특허 중심의 지식

기업들은 이미 수명이 다한 특허의 가치를 브랜드화해

재산권 인식이 경영자의 시야를 좁게 하고 다양한 지

상표권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보유

식재산권을 전방위로 활용한 마케팅과 전략의 중요성

한 특허를 이용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나 기술의 변

을 간과하게 만든다. 가치 연결 모델을 통해 경영자들

화에 대응하기도 한다. 즉,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존속

은 종합적인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시장에서 비교 우

기한이 유한한 권리를 상표권과 같이 사실상 무한한

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리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산업과 제품에 관계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약
산업, 종자산업, 저작권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까지 전

Ⅲ. 연구 설계

방위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강력한 모델이다. 또한 이
모델은 예산과 자원, 시장점유율이 한정된 작은 스타트

3.1 연구방법

업 기업에서부터 오랜 역사와 거대한 자산을 가진 기

사례연구는 사회과학의 이론이나 모델을 검증하는

업 등 기업의 규모와 역사에 관계 없이 적용될 수 있

데 좋은 연구방법이며, 실제상황에서의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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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Yin, 2003). 그러나 사

현재까지의 10여년간의 횡단적 지식재산 전략을 깊이

례연구는 분석대상이 특수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고 결

있게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고찰과 자료조

과의 일반적 적용 역시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황

사, 특허 DB 검색 등을 통해 사례 기업의 지식재산과

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밝히기

사업 전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가치 연결

위한 탐색하는 도구로서는 상황의 맥락을 깊이 있게

모델을 연구 분석을 틀로 적용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설명할 수 있다(Schramm, 1971). 본 연구는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획득과 활용, 가치 연결에 따른 사업 발전

과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가치를 연결하여 통합해 가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문헌(감독

는 장기적 전략실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모형

기관 제출용 보고서와 회사 보고서)자료 조사, 기업 인

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애니

터뷰, 언론자료의 확인 등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

메이션 콘텐츠 산업의 성공사례인 뽀로로의 시작부터

였다.

<표 1> 본 연구의 사례연구방법 설계 검증
구분

사례연구 전술

구성타당성
(Construct
Validity)

․ 다양한 자료원 사용
․사 례검토 확 인이 가 능한
정보제공자 확보

신문기사 및 홈페이지, 특허공개자료, 기업 공시자료 활용
산업 내 해당 기업의 CEO 및 관련담당자 등 정보검증 가능자와 인터뷰

․ 요인도출 및 변화과정 파악

선행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가치연결전략에 대한 모델 적용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프로세스에 따라 지식재산권 가치연결과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을 도출

․ 선행연구이론을 적용

지속성장을 위한 가치연결 전략 프로세스를 많은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출된 기존연구 연구 모델의 단계를 적용하여 분석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연결 프로세스, 사업 확대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창업부터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
애니메이션 콘텐츠 뽀로로를 통해 분석하여 전체 과정을 탐색

․ 사례연구 프로토콜 사용

선행연구들 통해 도출한 가치연결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검증

내적타당성
(Internal Validity)

외적타당성
(External Validity)

신뢰성
(Reliability)

본 사례연구 적용 방법

3.2 연구 프로세스
살펴본 바와 같이 무형자산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례연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략적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정량적으로 학계에서 표

본 연구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을 대

준화된 측정요인이나 기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상으로 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서 사례연구나 근거에 의한 연구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하고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그

볼 수 있다(백서인·권상집, 2015). 특히 사례연구가 보

프로세스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설계하였

다 설득력있는 실무적 시사점과 결론을 제안하는데 정

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하고 국내 산업의 발전과

략적 연구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장점(Eisenhardt and

글로벌화에서 가능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미디

Graebner, 2007)을 참고하여 Eisenhardt(1989)의 사

어콘텐츠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창업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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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성과가 명확한 아이코닉스의 뽀로로를 연구대

권법에 의한 보호 방법이 가장 빈번히 논의되어 왔다.

상으로 하였다. 특히 뽀로로의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

(박성호, 2006) 다만 캐릭터의 명칭 자체를 저작권법

서 저작권 기반 지식재산 가치연결을 통해 사업을 확

에 의해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대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디즈니의 전략

법적 보호가 어려워 현행 지식재산권법의 체제 아래에

과 비교해 볼 수 있어 더욱 명확한 연구결과 도출이 가

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로 해결

능할 것이다.

해나가고 있다.

즉 장기적 관점의 종단적 사례분석을 위해 가장 적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합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단일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존속 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그

하였으며 연구 모형은 다양한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들

리고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에 의해 10년씩 그 기

에 대한 사례분석의 모델로 적용된 Conley(2013)의

간을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반영구적인 귄리의 효력

가치 연결 프레임웤 (value articulation framework)

을 갖는 강력한 권리다.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는 적

을 고찰하여 적용하였다.

극적으로 지정 사용에 관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

사례연구 과정에서 기본 자료는 아이코닉스와 뽀

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

로로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 국내외 언론 등 발표자료

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금지권을 행

와 특허청 및 저작권위원회 DB검색을 통한 저작권, 상

사할 수 있다. 또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무단 사용자를

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상대로 침해금지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을 행사할 수

2015년 6월 최종일 대표와의 인터뷰와 함께 내부자료

있는 권리를 갖는다.

를 수집, 심층분석하여 기업사례분석의 타당성을 높였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 이를 통해 가치연결 모델을 적용한 지식재산 전략

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등록상표로 보호되고 해외에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

모델의 국내기업 적용에 따른 학문적 공헌도를 고찰하

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기업

였다.

들은 국내 출원·등록 뿐 아니라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상표 출원을 병행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해외 시장

Ⅳ. 아이코닉스의 지식재산 가치 연결
전략 분석

진출 시 해외에서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하거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당해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4.1 아이코닉스의 IP 포트폴리오

그러나 아이코닉스는 2003년 뽀롱뽀롱 뽀로로의 첫

4.1.1 상표권

방송 전 개발 단계에서 이미 뽀로로 상표에 대한 중요

캐릭터 상품을 통한 경제적 효과의 창출은 주로 저

성을 인지하고 국내 및 국제 출원 작업을 완료했다. 이

작권법을 비롯해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

는 뽀로로의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에서 매우 의미 있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

는 작업이었으며 뽀로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어 왔다. 특히 국내의 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주

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로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으로서의 특성에 착한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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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캐릭터 <그림4, 왼쪽>를 상표권으로 출원하며 총

서비스업 등 분류를 추가해 기존 상표권을 추가 등록

14 종류의 상품 분류 영역에 출원을 마쳤다. <표 2>에

했다. 이후 2009년 아이코닉스는 NHN과 제휴해 어

나타난 상품 분류는 뽀롱뽀롱 뽀로로가 콘텐츠를 통

린이를 위한 온라인 게임을 공동 개발하기로하고 현

해 진출하고자 의도했던 산업 영역을 보여준다. 상표

재는 ‘쥬니버’를 통해 뽀로로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

의 출원일과 상표를 출원한 산업 분류를 보면 아이코

며 뽀로로를 통한 놀이, 학습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닉스가 애니메이션 제작 초기 의도했던 라이선싱 사업

2011년에는 국내 첫 체험형 테마파크를 개장했다. 이어

의 제품군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뽀로로는 캐릭터를

2009년에는 뽀로로 3기 방영에 맞춰 <그림 4> 오른

이용해 관련 사업 영역에 라이선스 형태로 진출해 지

쪽 캐릭터로 뽀로로의 디자인을 기존 갈색 파일럿 헬

속적인 확장 전략을 펼쳤다. 아이코닉스는 2007년 10

멧에서 노란 헬멧으로 변화를 주고 조종사 수트를 입

월 컴퓨터 게임 영역과 교육 영역, 식음료를 판매하는

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해 새로 상표를 출원했다.

<그림 4> 뽀로로의 등록 상표

<표 2> 뽀롱뽀롱 뽀로로 상표권 등록 분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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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3

세탁용 유연제,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비누, 샴푸 등

9

카메라, 안경, 선글라스, 컴퓨터, 전화기, 만화영화 등

14

전자시계, 메달, 목걸이, 반지 등

16

스티커, 화장지, 공책, 수첩, 스케치북 등

18

화장품 케이스, 배낭,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

20

의자, 책상, 침대, 액자, 매트리스, 배게 등

21

칫솔, 휴지통, 머그컵, 플라스틱컵, 식기 등

24

샤워커튼, 매트리스 커버, 이불커버, 침대커버 등

25

단화, 부츠, 샌달, 슬리퍼, 아동복, 수영복, 목도리 등

26

머리 리본, 머리핀, 액세서리 등

28

완구, 악기, 인형 등

29

김치, 소시지, 햄, 요구르트, 치즈 등

30

라면, 피자, 핫도그, 아이스크림, 크림빵, 마요네즈 등

32

주스, 소다수, 오렌지주스 등

41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43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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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표 출원, 등록 작업은 실제 각종 침해 행위
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상 업무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공표시 기산주의를 택
하고 있다. (김정완, 2010)

타인의 유사 상표 등록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뽀롱뽀롱 뽀로로>의 저작권은 공동 제작사인 아

있는 근거가 됐다. 실제 뽀로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코닉스와 오콘이 소유하고 있다. 아이코닉스가 기획,

영어 철자만 변경한 <뽀로로 bbororo> 라는 상표가

개발, 마케팅을 담당하고 오콘이 제작을 담당하면서

출원됐으나 최종 거절됐고(2011년), <뽀로로 심부름>

아이코닉스는 뽀로로의 성공 이후 협력사인 오콘과 저

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이 시도되었으나 거절됐다

작권 분쟁을 겪게 된다. 오콘은 2011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이 외에도 <뽀로로 투어>, <맛난 뽀로로 갈

에 뽀로로가 오콘의 단독 저작물임을 확인해달라는

비>, <뽀로로 한의원>등이 등록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

저작자확인소송(서울중앙 2011가합103064)을 제기했

절되어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과

지만 법원에서는 “캐릭터 창작과 표현에 오콘과 아이

같이 한국 기업과 빈번한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시

코닉스가 모두 기여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의 경우에도 2003년 첫 프로그램 런칭과 함께 상표

이후 2심(서울고등 2013나39638)도 같은 이유로 오콘

권을 국제 출원해 원활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의 청구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심 판결에서는 뽀로로가 생김새, 동작, 성격, 말

4.1.2 저작권

투, 목소리 등 표현에 의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고 있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과 관련해

는 창작적 캐릭터라는 것을 인정했다. 캐릭터를 구성하

원칙적으로 사망 시 기산주의에 따라 저작자의 사망

고 표현하는 작업 뿐 아니라 목소리를 녹음하는 행위,

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존

동작을 부여하는 행위, 애니메이션에 적절한 편집을

속 기한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을 경과한 시기를 기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하

준으로 한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거나 이를

는 행위로 보아 양 사의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때는 공표시 기산주의에 입각해

있는 상황이다.

보호 기간을 공표 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

4.1.3 라이선스(License)

원회(www.copyright.or.kr)에 등록하여 그에 대한 보

지식재산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데 <뽀롱뽀롱 뽀로로>의 경

라이선스할 수 있다. 아이코닉스의 경우 <뽀롱뽀롱 뽀

우 저작권 위원회에 총 548건의 저작권 정보가 등록되

로로>를 통해 발생한 상표권과 저작권의 권리를 라이

어 있다.

선스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뽀롱뽀롱 뽀로로>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

2013년 기준 뽀로로의 라이선스는 로열티와 판매

재산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영상저

액으로 각각 150억 원, 6,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뒀

작물은 공동저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기간도 공동

다. 누적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캐릭터 라이선스

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

계약을 맺은 제품은 1,000종이 넘는데 이것이 뽀로로

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의 주 수익원이다. 영상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은 전체

관여한 사람이 많아 저작자를 확정하기 쉽지 않기 때

매출의 10%에 불과하다. (김환표, 2013)

문에 존속기간을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

192

라이선스는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가 타인

지식경영연구 제17권 제3호

미디어 콘텐츠 기업의 무형자산 중심 지식재산 가치 연결 전략: 아이코닉스 애니메이션 뽀로로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실시권자, licensee)로 하여금 계약서가 정한 규정에

다. 이것은 모두 고객 접점을 상실해 시장에서 피드백

따라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상희,

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추가적

2007) 기업이 지식재산을 라이선스 하는 이유는 지식

인 혁신을 추구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재산권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

로열티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

부분의 일정액 형태나 판매액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

성이 악화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무엇

하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한다. 또 지식재산권 소유자

보다 글로벌 지식재산 경영 과정에서 외국의 유통업체

들끼리 권리를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와 업무 협력 계약 체결 시 유의하지 않으면 라이선시

라이선스는 단순히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

가 오히려 그 국가에 상표 등록을 해 비즈니스를 선점

니라 신상품의 시장 진입 수단이나 새로운 지역에서

하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장을 개척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권리자

이러한 경우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소유자가 해외 시장

는 실시권자에게 자신이 진입하지 않은 지역에 시장을

진출 시에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현지 업체와

개척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신상품 시장에 진입을 허락할 수 있다. 실시권자들이
스스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조 상품을 개발하며 라

4.2 <뽀롱뽀롱 뽀로로>의 가치 연결 전략

이선스된 상품의 호감도를 증가시켜 시장 전체의 파이

4.2.1 가치 이전(Value transference)

를 키우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가치 연결 모델을 통해 디즈니의 <푸우> 사례를 연

미국에서는 특허 라이선스로 인한 로열티수익이

구한 결과 디즈니는 가치 연결 모델을 통해 미디어 산

1990년 150달러에서 2000년 1,100억 달러 대 규모로

업을 벗어나 신 사업 분야로 비즈니스 활동을 확대할

성장했다.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면 라이선

수 있었다 (Conley, 2013). 이는 스토리와 캐릭터의 저

스로 인한 수익을 기업 전체 수익 중 의미 있는 비중으

작권을 상표권으로 발전시키고,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

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인 미디어 시장에서 끊임없이 저작권을 기반으로 변형

다만 라이선스 전략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

된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과 상표권

담과 리스크에 대한 견해도 있다. (Michael Gollin,

에 기반한 라이선스 활동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

2012) 권리자는 라이선스를 통해 발생한 제조공정과

다. 이 같은 끊임없는 가치 연결 활동은 소비재 시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광고 홍보, 유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결과로 이어졌다.

통 채널 또는 가격 산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
<표 3> 디즈니의 가치 연결 모델 요소와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단 계
제품
가치 이전 Value transference
가치 변형 Value translation
가치 확장 Value transportation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활동 구분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토리와 캐릭터의 저작권을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으로 발전시킴
미디어 산업 내에서 변형된 저작권 활용 활동
디즈니의 저작권 캐릭터와 상표를 활용해 소비재, 헬스케어 등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함
디즈니의 라이선스를 통한 소비재 시장의 매출은2,860억 달러에 이름

출처: Value articulation:A framework for the strateg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2013, J.Conley, 일부 인용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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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닉스의 <뽀롱뽀롱 뽀로로> 역시 디즈니와 유

터들이 연속해서 동요를 부르는 뮤직비디오 형태의 <

사한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나타낸다. 아이코닉스 역시

뽀로로와 노래해요>를 2005년 처음 출시해 총 3기까

처음에는 TV용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 뽀로로에 대한

지 EBS에서 방영했다. 뽀로로에 등장하는 다른 캐릭

저작권과 상표권을 기반으로 점차 사업 영역을 다양하

터들을 주인공으로 한 스핀 오프(spin-off) 콘텐츠를

게 확장해 나갔다. <표 8>에 서술된 대로 2003년 뽀롱

선보이기도 했다. 뽀로로의 원천 상품이었던 애니메이

뽀롱 뽀로로 1기를 시작으로 총 10년에 걸쳐 5편의 애

션이 큰 인기를 얻으며 영·유아와 부모를 중심으로 뽀

니메이션을 출시하며 뽀로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

로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었고 이는 강력한

전할 수 있었다. 또한 <뽀롱뽀롱 뽀로로>의 등장 캐릭

상표권의 구축으로 연결되었다.

<표 4> 뽀롱뽀롱 뽀로로의 가치 이전 과정
가치이전
Value
transference

상표권

뽀로로1기

뽀로로 2기
‘뽀로로와
노래해요’1편

1차 캐릭터 상표권 국제등록

뽀로로와 노래해요
2편

뽀로로 4기
뽀로로 5기(2014년)
요리공주 루피
똑똑박사 에디 방송

뽀로로 3기

1차 캐릭터 상표권 업종 추가 출원
(컴퓨터, 게임, 교육, 음식료 )

2차 캐릭터 상표권 국제등록

저작권
연도

2003

2005

2007

2008

2010

2012~

<뽀롱뽀롱 뽀로로>는 <푸우>와 달리 애니메이션

권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침해 발생시

방영 이전부터 저작권과 상표권을 통한 라이선스 사업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또한 반영구적인 권리이기는 하

을 염두에 두고 상표권을 국제 출원했다는 점에 차이

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가 있다. <푸우>는 본래 다른 작가의 원작을 디즈니가

아이코닉스는 뽀로로는 출시와 함께 상표권을 국제

활용해 변형된 캐릭터를 브랜드로 발전시켜 향후 상표

적으로 등록했지만 기존 시장에서 애니메이션의 추가

권으로 등록시킨 것이라면 뽀로로는 애니메이션의 기

출시와 맞물려 새로운 캐릭터와 추후 시장 진출이 예

획 단계부터 캐릭터 활용을 통한 라이선스 사업을 염

상되는 산업군인 식음료 판매 레저산업, 컴퓨터 게임

두에 두고 상표권 등록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

산업군 등에 상표권을 추가로 등록하기도 했다. 또한

과 아이코닉스는 애니메이션의 출시와 동시에 강력한

캐릭터의 변형에 맞춰 신규 캐릭터를 추가로 상표권으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1차 애니메이션의 성공과 함

로 등록하는 등 가치 연결의 근본인 캐릭터를 지속적

께 바로 라이선스를 통해 새로운 소비재 시장에 단기

으로 관리해와 이를 이용한 가치 연결 전략이 원활하

간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콘텐츠 출시에 맞춰 상표권
을 선등록 했을 뿐 아니라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

4.2.3 가치 변형(Value translation)

표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다. 상표권은 등록

가치 변형 전략은 가치 이전으로 고객들에게 인지시

과 함께 매 10년 동안 반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킨 브랜드를 2차, 3차 상품으로 변형시켜 파생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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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는 전략을 말한다. 제품을 차별화 하고 기존

2015년 10월 말 기준 뽀로로 라이선스 제품 통합 쇼

시장에서 제품 카테고리를 넓혀 나가며 시장 점유율을

핑몰인 ‘뽀로로몰’에서 판매중인 도서의 종류만 100

성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다

여 종이 넘는다. 퍼즐카드 28종, 붙였다 떼었다 시리즈

아이코닉스는 이렇게 형성된 강력한 뽀로로의 상

13종, 토이북 16종, 사운드북 25종 등 뽀로로를 활용한

표권과 저작권을 바탕으로 기존 아동용 콘텐츠 미디

다양한 교육용, 놀이용 도서가 출판됐다. 또한 방송된

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가치를 변

애니메이션과 뮤직비디오 등을 포함한 뽀로로 VOD

형(Value translation) 할 수 있었다. 뽀로로는 콘텐츠

시리즈도 20종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뽀로로의 콘

시장에서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여러 언어로 된 도서와

텐츠 확대 전략으로 뽀로로는 단순히 ‘유아용 애니메

비디오, VOD 등을 통해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해갔다.

이션’이라는 인식에서 ‘유아 교육용 콘텐츠’라는 인식
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표 5> 뽀롱뽀롱 뽀로로의 가치 변형 과정
가치 변형
Value
translation

상표권 보유

그림책
‘뽀로로와
마술피리’ ,

스티커
색칠북
스탬프
놀이책

1차 캐릭터 상표권 국제등록

그림책
‘자야할시간이야
뽀로로’

출판도서
‘뽀로로와 숫자놀이’
‘뽀로로 아기 목욕책 셋트’ 등

1차 캐릭터 상표권 업종 추가 출원
(컴퓨터, 게임, 교육, 식음료)

2차 캐릭터 상표권
국제등록

저작권 보유
연도

2003

2004

2006

2007

2008

2010

2012~

뽀로로가 기존 콘텐츠 미디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매, 케이블TV 방영, IPTV 등 순차적으로 미디어를

다른 형태의 상품으로 변형할 수 있었던 것은 뽀로로

채널을 확장시켜 나갔다. 현재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가 가진 원작의 힘과 끊임없는 유통 채널 다각화 전략

PC, 스마트TV 등으로 활발한 채널 확장을 꾀하고 있

에 있다.

다.

원 콘텐츠의 힘이 강력하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부

특히 세계 대중문화계가 국제 애니메이션 상품을

대 사업이 가능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아의 행

판단하는 기준을 여전히 극장판의 성공 여부에 둔다

동 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해 만든 스토리라인과 구성,

는 점에서 볼 때 2013년 처음으로 개봉한 뽀로로의 극

놀이와 생활도구를 통한 학습과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장판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뽀로로는 2013년 첫 극

있는 교육적 코드가 더해져 이와 같은 강력한 브랜드

장판 애니메이션 <뽀로로: 슈퍼 썰매 대모험>을 개봉

가치를 구축했다.

해 총 93만명의 관중을 모았다.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또한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유통 채널도 다각화

규격화된 엔터테인먼트 상품으로 판단할 때 극장판이

한 것도 기존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

하나의 기준이 되며 매출과 이익은 적을 수 있어도 극

던 요인이 됐다. 뽀로로는 EBS 방송을 시작으로 DVD

장판의 경우 문화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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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가 2개 있었으나 나머지는 키티, 파워레인저, 토마스기
차, 도라에몽, 푸우 등 외산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다. 그

4.2.4 가치 확장(Value transportation)

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뽀로로와 함께 뿡뿡이, 딸기,

아이코닉스는 <뽀롱뽀롱 뽀로로> 런칭 초기부터 다

둘리 등이 10위안에 속속 진입하며 국산 캐릭터 시장

양한 산업 분야로의 콘텐츠 활용을 염두에 두고 애니

을 함께 확대하기 시작했다. 아이코닉스는 이 같은 뽀

메이션 개발 및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을 수립했다. 이

로로 캐릭터 인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

를 통해 캐릭터, 출판, 비디오,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분야로의 원소스멀티유즈(OSMU) 전략을 실행해왔
다.

뽀로로는 처음 방영되었던 2003년부터 적극적으
로 뮤지컬 등 공연 사업, 테마파크, 키즈 카페 등 레저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는 2005년 2,770억 원 수준이

산업, 유아용 매트, 가구, 식기 등 생활용품 등 완전히

었으나 2006년에 3,068억 원, 2007년 3,454억 원으

다른 시장에서 저작권 라이센스 전략을 통해 사업 영

로 성장했다. 2007년 까지만 해도 4~9세 유아 선호 캐

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기업이 시도할 수 있

릭터 10위 안에는 뽀로로와 마시마로 등 국산 캐릭터

는 전형적인 가치 확장 전략(Value transportation) 으
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타고 신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를 확대하고 있다.

<표 6>뽀롱뽀롱 뽀로로의 가치 확장 과정

가치 확장
Value
transportation

상표권 보유

3D 종이모형,
교육완구 뽀로로
놀이방 매트 출시

뮤지컬

체험전
뮤지컬

체험전
뽀로로 데코
스티커

1차 캐릭터 상표권
업종 추가 출원
(컴퓨터, 게임, 교육, 식음료)

1차 캐릭터 상표권 국제등록

IPTV용
기능성 게임
우표

체험형
테마파크
1,2호점
테마파크
중국 1호점
(2012년)

2차 캐릭터 상표권
국제등록

저작권 보유
연도

2003

2004

2006

2007

2009

2010

2011~

아이코닉스는 크게 라이선싱을 통한 소비재 시장,

에게 그 권리의 실시 내지는 사용을 배타적 또는 비 배

체험형 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레저 시장, 청소년 타겟

타적으로 허락하고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일정한 대가

상품 등으로 콘텐츠 미디어 시장을 벗어나 활동 범위

(실시료, 사용료, 이용료, 로열티 등)를 지급할 것을 약

를 확대하고 있다.

속하는 것을 말한다. 확보된 라이선스는 즉각적인 수
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수

1) 라이선싱

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제품을 통해 기존 시장에서 위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이란 지식재산 권리자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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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더 강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뽀로로는 캐릭터

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아에게 유해한 제품이나 생

라이선스를 다양한 업종에 적용해 식음료, 팬시와 패

산 공정이 관리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션, 문구, 학습용 게임 등 총 100개의 개발사에서 400

라이선싱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오히려 뽀로로 캐릭

여개 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해외 수출도 성공적

터가 들어간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했

이라 전 세계 83개국으로 애니메이션과 인형 등이 수

다. 이러한 브랜드와 품질 관리의 영향으로 이른바 ‘뽀

출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라이선싱의 대

로로 프리미엄’이 생겨나기도 했다. 뽀로로에서 라이선

상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품 자전거 놀이

스가 허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

매트, 병원놀이세트, 은행 통장, 비데, 학습지, 감기약,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티슈, 가방, 칫솔, 연고, 요구르트, 그림책 등으로 뽀

이는 뽀로로 보다 앞서 세계적인 캐릭터로 성공한

로로 놀이쇼핑 53종 풀세트는 홈쇼핑에서 완판 되는

일본 산리오의 헬로키티도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산리오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개의 상품을 유

아이코닉스는 라이선싱을 맺은 제품이 지속 가능한

통시킨다. 동전지갑부터 수억원 대의 보석까지 다양한

성장을 하도록 3년에 한번씩 애니메이션이 리뉴얼 됐

상품군을 라이선싱했지만 산리오는 술, 담배, 섹스, 마

다. 시즌 1은 2003년에, 시즌2는 2006년에, 시즌 3은

약, 폭력과 관련한 물건은 아무리 상품가치가 높다 해

2009년에 나왔다. 시즌 1에서는 등장인물이 5명이었

도 정책적으로 금하고 있다. 산리오의 수석디자이너

으나 시즌 2에서 7명으로, 시즌 3에서는 11명으로 늘었

야마구치 유코도 헬로키티 35주년을 맞은 인터뷰에서

다. 배경도 다양해졌다.

절대 나올 수 없는 헬로키티 아이템으로 ‘칼’을 꼽기도

라이선스 사업에 있어서도 로열티 수입 획득에만 목

했다.(김지영, 2010)

표를 두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최종 목
표로 했다. 유아용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유아)와 제품

2) 체험형 테마파크

구매자(부모)가 서로 다르다는데 착안을 한 것이다. 아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테마파크 사업은 디즈

이코닉스는 로열티를 준다 해서 무조건 라이선싱을 해

니와 같은 거대 미디어 콘텐츠 기업 매출의 3분의 1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제시했다.

차지할 정도로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특히 국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라면

에서의 테마파크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점차 중

뽀로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고수했다. 이

시되는 문화, 레저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영•유아 체

를테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완구에 단순히 뽀로로

험학습 열기 등 문화적인 요인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

캐릭터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 등 외관이

이 큰 시장이다.

깔끔한지 살피고 유통망, 사업 경험이 있는지도 고려했

아이코닉스는 테마파크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이전

다. 일부 제품은 직접 기획해 판매하기도 한다. 중국 심

뮤지컬과 단발성 테마 체험전을 통해 캐릭터와 함께

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한국인 직원이 관리하고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테마파크 비즈

있다. 대기업 피자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는 아이들

니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아이코닉스는 뽀로로

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싱을 하지 않았다.

의 국내 인지도가 성숙에 접어든 2011년 동탄 1호점에

라이선싱을 통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은 결과적

이어 8월 신도림 2호점 까지 테마파크를 개장했다. 뽀

으로 뽀로로의 영향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

로로 테마파크는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동탄
1호점의 시공 비용은 30억 원이나 하루 평균 입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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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만 1800만 원에 이른다. 캐릭터 매출도 입장 수익과

향을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뽀로

비슷한 수준으로 개장 1년 안에 투자비를 전액 회수했

로를 보며 자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

다.

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캐릭터가 가진 수

아이코닉스를 이를 운영하기 위해 2007년 뽀로로파

명을 지속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크를 기획해 2009년 11월 ‘뽀로로 파크라’는 별도 법

이는 ‘디즈니의 마케팅 7년 주기설’과 유사한 전략이

인을 설립했다. 뽀로로 파크는 동탄 1호점에 이어 신도

다. 디즈니는 1990년대 말 공주 캐릭터의 소비자를 조

림 디큐브시티점, 일산 킨텍스점, 잠실롯데월드점, 광주

사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1989년 인어공주를 내놓

수완점, 뽀로로 키즈카페 파주점, 청주점, 라운지P 코

은 이후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연령대별 소비 행

엑스점을 운영하고 있다.

태와 반응을 조사 분석한 결과 35세 전후의 어른들과

또한 국내 뽀로로파크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4년부

21세 전후 젊은 여성 사이에서 디즈니 캐릭터의 소비가

터 중국에 영역을 확장했다. 2014년 5월 북경점을 시작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디즈니 캐릭터

으로 2015년 6월까지 중경점, 대련점을 차례로 오픈했

소비가 아동 위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다. 또 2015년 말 까지 대련점, 광주점, 영파점, 심양 남

뒤엎는 결과였다.

부 푸순점, 감주점, 청도점이 차례로 문을 연다. 이 밖

조사에 따르면 7세를 전후 아이들은 디즈니 캐릭터

에 상해, 천진, 심천 등 10여 도시에서도 뽀로로파크

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면서 부모에게 디즈니 캐릭터

확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장난감 등을 사달라고 하는데, 7세 아동을 둔 부모의

중국 현지 TV 시장은 직접 진출하기에는 규제가 매

나이가 보통 35세 전후다. 디즈니 제품의 실질적인 사

우 까다로워 현재 <뽀롱뽀롱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용자는 7세 아동이지만 직접적인 구매자는 35세 어른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들이라는 의미다. 디즈니 캐릭터에 애착관계를 형성한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새로운 매체 확대, 중국 정부

아이들이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는 14세를 전후로 학

의 창의교육 등이 함께 맞물려 교육시장과 상품 시장

용품과 의류 등 디즈니 라이선스의 제품의 구매가 높

을 겨냥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중국 내

아진다.

매출은 2015년 첫해 40억 원을 예상하고 2016년에는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뽀로로 파크는 디즈니의 디즈니랜드 규모는 아니지
만 애니메이션 콘텐츠에서 시작한 유아의 시각적 경험

디즈니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전 연
령대에서 호감을 느끼도록 서서히 변화시켰으며 다양
한 연령대에 맞는 마케팅의 방향성을 정하고 주요 구
매 물품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온 가족이 즐기는 체험으로 전환되는 장을 열어준

2015년은 뽀로로를 보고 자란 아동들이 본격 청소

다. 특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테마파크에서

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다. 아이코닉스는 이미 뽀로로와

아이들이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함께 어울리며

친구들의 캐릭터가 들어간 마스크팩, 학용품 등 연령

다양한 부가 상품을 구입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데에

대를 높인 제품으로 라이센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을 지속할 예정이다.

3) 청소년 상품
아이코닉스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캐릭터 상품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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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미디어 시장 내에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각종 교

V. 결론 및 시사점

육, 놀이용 도서와 VOD 등을 출판했다. 또한 적극적인

5.1 뽀로로의 가치연결 전략과 성과

라이선싱 전략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 시장과 체험
형 테마파크를 비롯한 레저 산업 시장, 뽀로로를 보며

뽀로로의 단계별 가치연결 전략을 통해 아이코닉스
는 장기적인 전략방향과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

성장한 청소년과 ‘키덜트족(族)’을 겨냥한 제품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 <그림 5>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이코닉스의 지

아이코닉스의 매출은 2008년 약 167억 원에 불과했

식재산권 활용 내역과 이에 따른 재무적 실적을 보여

으나 2014년 기준 474억 원까지 성장했다. 아이코닉스

준다. 아이코닉스는 첫 애니메이션의 런칭과 함께 상표

의 실적에는 뽀로로 뿐 아니라 2010년 첫 방송한 <꼬

권, 저작권을 전방위로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다. 기존

마버스 타요> 등 후속작품의 성과도 포함되어 있다. <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토리와 캐릭터를 업그레이

꼬마버스 타요> 역시 뽀로로와 같은 지식재산권 활용

드 한 애니메이션과 뮤직비디오 영상을 생산했다. 이와

경영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점차 성장시키며 새로

<그림 5> 아이코닉스의 지식재산권 활용과 매출 추이2

운 시장에서 활발한 부대 사업도 벌이고 있다.

송한 약 5분 짜리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뽀롱

<뽀롱뽀롱 뽀로로>의 약 10년에 걸친 성장 과정을

뽀롱 뽀로로> 1기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어린이들

가치 이전 모델에 적용해 보면 <그림 6>과 같은 형태

에게 인기를 얻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로 정리할 수 있다. 아이코닉스는 2003년 EBS에서 방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를 거둬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로 확인 가능한 매출(2008~2014년)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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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1기가 출시되었던 2003년에는 아이코닉스

꾸준히 다질 수 있었다.

가 보유한 뽀로로 관련 지식재산권은 원작 애니메이션

또한 기존 미디어 시장에서의 가치 변형과 다른 시

1기 시리즈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청에 등록한 <뽀로

장에서의 가치 확장 전략을 통해 기존 미디어 시장에

로> 상표권 뿐이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서는 도서와 VOD,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없었다면 이 권리는 단순히 아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상표권과 저작권을 기반

이코닉스가 보유한 권리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으로 한 가치 확장 전략을 통해 유아용품부터 가구,

아이코닉스는 뽀로로의 본래 콘텐츠였던 유아용 애니

체험형 테마파크 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도 성공적

메이션의 형태로 10년간 총 5개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

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가치 확장 과정에서는 지식재

이면서 영유아 콘텐츠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졌다. 어린

산권을 통한 라이선싱 뿐 아니라 별도 법인 설립, 중

이, 부모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국 합작 법인 설립 등 다양한 전략이 활용되었다.

<그림 6> 뽀롱뽀롱 뽀로로의 가치 연결 전략

이러한 전략 실행을 통해 뽀로로는 하나의 단편 교

교육용품, 식음료, 체험형 레저산업 등 다방면으로 확

육용 애니메이션이 보유한 저작권에서 시작해 유아와

대시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레버리지로 다양한 시장

부모들로부터 얻은 큰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가치 이

에서 <뽀로로>라는 브랜드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갖추

전, 가치 변형, 가치 확장 전략을 통해 상표권으로 반영

게 되었다.

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V용 애니메이

아이코닉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미디어콘텐츠 기

션 시장에 국한되었던 상품의 활동 무대를 유아용품,

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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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선제적인 상표권 활용 전략을 들 수 있다. 지

한 교육용 게임의 경우 NHN과 공동 개발을 통해 기
술과 콘텐츠를 서로 협력하는 형태를 택했다.

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에서 사업의 실행 전에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

5.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호하고 사업의 수행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

21세기 들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야 한다고 인식하는 곳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이

기업들은 서로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공했어도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후발주자들을 법

특히 기술 혁신을 대변하는 특허의 출원 건수는 지속

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이 좌절되는

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한 예외는 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이코닉스는 애니메이션의 런

니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특허의 출원 건

칭 작업과 동시에 상표권을 특허청에 국제 출원·등록시

수를 성장시키는 양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

켜 향후 시장 확대 시 어려움을 사전에 제거했다. 또한

다. 그러나 이렇게 특허의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

이 상표권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후속 시장 진출 작

던 기업들 자신조차도 특허권의 양적 증가가 막대한

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를 통한 수익 창출과 경제

둘째, <뽀롱뽀롱 뽀로로>는 제작 첫 단계부터 다양

적 가치 제고에 대한 성과나 가능성에 대한 전략수립

한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문적으

이같은 전략적 지식재산권 활용 및 행사가 가능했다.

로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기술 산업

아이코닉스는 방송사의 편성을 통해 방영하는 TV 애

을 중심으로 특허 획득에 따른 기업의 시장가치 관계

니메이션 시장 뿐 아니라 책, 인터넷, IPTV, 스마트 TV

나 주가에 대한 영향 분석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등 플랫폼적 확장을 기획했으며 프랑스, 북미, 중국 등

의 보유 특허들에 대해 관리 및 전략적 활용 측면에서

해외 시장으로서의 확장 역시 콘텐츠의 기획 초기 단

가치와 전략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계부터 고려했다. 또한 식료품, 게임, 가구, 교육 교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들은 개별적으로

레저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진출 역시 사전에 기

다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각각의 가치들은 보

획되었다. 콘텐츠 제작 초기부터 확장 가능성을 고려했

유 기업의 사업분야, 마케팅 능력, 연구기획능력, 기업

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기반해 동시다발적인 영역 확

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분석이

장 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다.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특허 경영이

셋째, 다양한 사업 진출 전략을 들 수 있다. 아이코닉

나 지식재산경영에 대해서는 일관되거나 공통된 이론

스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상표권 두 가지였

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특허 자체가 기술을 반

지만 아이코닉스는 이를 다양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

영하고 있고 산업분야별로 기술개발의 결과물의 형태

으로 활용해 뽀로로 캐릭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

나 가치가 다르고, 기술의 변화속도가 다양하기 때문

었다. 대부분의 소비재 업종은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

에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일 것

스 방식을 활용했지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캐릭터의

이다. 또한 효과적인 특허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큰 수익 창출이 예

에서 축적된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

상되는 테마 파크의 경우 공동 투자를 통한 별도 법인

인 고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고영희·이미현,

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전략을 택했다. 어린이를 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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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James Conley는 가치연결모델을 통

바가 크다. 영세한 국내 아동용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해 특허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지

창업한지 약 10년 가량 된 기업인 아이코닉스는 이 같

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가치를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수

은 맥락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익과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는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다방면의 시장으로 진출할 수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다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이코닉스의 사례를 통해 저작권

양한 산업군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층 사례

과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활용 방

분석을 통해 전략적 가능성과 지식재산경영의 이론적

식에 따라 추가적인 가치의 창출 가능성이 무한히 열

모델로 구축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용 사례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 진출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에 집중되어

하고자 하는 시장의 특성과 지식재산의 특성에 맞는

있는 국내 지식재산관련 연구분야에서 저작권 중심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활용 전략,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미디어 컨텐츠 기업의 심층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전제한 기획 등이 종합되어야 콘

식재산권의 활용과 확대를 위한 전략적 관점의 연구로

텐츠의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아이코닉스

확대해 보았다. 또한 가치연결모델을 적용하여 그 프

의 이 같은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이 콘텐츠를 기반으

로세스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디즈니 등의 거대 글로벌

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게도 시사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비해 규모의 확대 속도는 늦지만

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본 연구는 가치 이전 모델과 최근 국내에서 가장 성

있었다. 또한 특허 중심의 기술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공한 애니메이션 기업인 아이코닉스를 중심으로 콘텐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

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여 기업내의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적극적으로 창출하

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이코닉스는 초창기 소규모의

고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전략화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start-up) 형태의 기업으로 시작해 비교적 빠

지식경영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델

른 경영 판단과 전략 실행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된다.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콘텐츠의 타겟층이 명확하기 때문에 드라마제작사,

한편 최근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한류’라는 이름으
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방송사, 출판사, 영화 제작사 등 다른 콘텐츠 산업 전반
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은 이

그러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아이코닉스의 사례를

같은 저작권 기반의 지식재산권 운영 경험의 부족으로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영자들이 현재 자신이

콘텐츠의 확산 속도나 콘텐츠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가진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떠하

부가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

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식재산권을 활용

외에서의 판권 무단 복제,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 판매

해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

지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콘텐

데 이에 대한 대응력도 더욱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츠 생산 기업에 소속되어 직접 제작을 담당하거나 계

이러한 이유로 <뽀롱뽀롱 뽀로로>의 지식재산권 활

약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지식재산권 활용 범

용 전략 사례는 국내 콘텐츠 미디어 기업에 시사하는

위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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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방안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가치연결 모델은 지식재산권
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가 점차 다른 시장으로 확장되
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으나 이 전략의 효율성
과 가치 확장 범위를 보다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 향후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가
치 극대화 전략을 콘텐츠 기업별, 콘텐츠의 형태별로
분류해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산업군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치연결모
델을 적용한 심층사례분석들을 지속하여 글로벌 기업
들의 지식재산전략 프로세스와의 비교연구를 진행하
여 가치연결모델에 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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