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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이노폴리스포럼 패널토의
`ㅇ

2016.10.18, 윤병한

발표자께서 출연연의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잘 말씀하였음. 저는 그 중에서 시장수요 중심의 
기획과, 수요자 중심의 IP창출에 대해 첨언하고자 함.

1. 시장수요에 기반한 연구기획에 대해서...

ㅇ 먼저, 시장수요에 기반해서 연구과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것
에 공감함.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을 많이 하므로, 기업은 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할 필요
가 없음. 오히려 기업과 연구소가 R&D를 수주하려는 경쟁
관계로 변함.

→ 개선방안으로 기업에 직접적 연구지원을 줄이고, 특허에 
기반한 제품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함. 그렇게 되면 연구소와 기업의 협력
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함

2. 수요자 중심의 IP창출에 대해서...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IP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
해서 공감함. 그런데, 본인이 기업인이라면 연구소의 특허
를 구입하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음.

ㅇ 먼저, 내수 위주의 기업이라면 특허를 그냥 침해해도 별 탈
이 없을 것임. 국내 특허는 소송에 가면 70%정도가 무효로 
판정되며,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25%에 그침.

- 또한 패소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보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만 배상하면 그만이며 국내 특허소송의 평균 
배상액은 6000~7000만원 수준임. 미국의 건당 53억원 수준
에 비하면 한국은 특허침해를 거의 묵인하는 나라에 속함.

→ 개선방안으로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이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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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일, 수출 위주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특허가 필요할 것임.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우 국내에 출원한 특허의 17%
만 외국에 등록하고 있음. 즉, 83%는 외국특허가 없는 것인
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국적 행동이 될 수 있음. 그 기
술은 국내기업은 사용하지 못하고, 외국기업은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됨

→ 개선방안으로 외국 특허를 등록하지 않을 것이면, 국내 
특허도 등록할 필요가 없음.

ㅇ 또 다른 면은, 특허의 질에 대한 것임. 특허는 청구범위가 
넓으면 등록이 어렵지만 그 가치가 높아짐. 그런데, 심사 과
정에서 문제가 되면 청구범위를 계속 포기해서 결국 등록은 
되었으나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으로 청구범위가 넓은 강력한 특허를 등록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기술보증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임.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계약서에는 “이 기술
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
라도 특허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선행
특허가 있어서 특허가 무효화 되거나, 기술적임 결함이 있다
고 할지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업이 기술을 이전 
받는데 큰 제약 요인이 됨.

→ 개선방안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을 보증하고, 발명
자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