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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혁신보호)

Ⅰ. 국별 기업 혁신 보호 방법
○ 유럽 주요국의 혁신보호 방법을 한국 기업의 혁신보호 방법과 비교
- 한국: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 사용(2013~2015)
- 유럽: CIS 2014년 데이터 사용(Eurostat DB, 2012~2014)

1. 특허권 출원
○ 유럽 주요국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자사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출원)을 사용하
는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13.6%)로 나타남
- 그러나 86%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권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않고 있음
- 한국 기업은 13.3%가 특허출원을 하여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특허를 출원하는 회사 수로 보면 한국(15,336개사)이 독일(11,998개사)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은 프랑스(4,346개사), 이탈리아(3,629개사) 순임
그림 1 : 특허권 출원1)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1) Enterprises that applied for 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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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권2) 출원
○ 실용신안권을 출원하는 기업 비중은 독일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 기업의 3.0%가 실용신안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용신안권을 출원하는 기업 수로도 독일이 7,936개사로 가장 많았음
- 한국 기업은 3,426개사로 비교국 중 2위 수준으로 나타남
○ 특허권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용신안권보다는 특허권을 활용함
- 한국기업의 경우, 실용신안권(3.0%)보다 특허권(13.3%)을 약 4배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
타남
그림 2 : 실용신안권 출원3)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2) 물품이나 물품의 형상, 구조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법령용어 사전)
3) Enterprises that applied for a European ut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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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권4) 등록
○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7.3%)으로 나타남
- 한국 기업의 경우, 3.4%가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비중으로는 9위에 해당하며, 유럽 국가
들에 비해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국 중,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으로 3,908개사가 디자
인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독일로 3,621개사가 디자인권을 등록
○ 지식재산권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권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 미소한 차이지만 실용신안보다 디자인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
그림 3 : 디자인권 등록5)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4. 상표권6) 등록
○ 상표권 등록이 지식재산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9.0%)였음. 기업수는 93개로 매우 적은 수준
- 프랑스는 16.1%, 이탈리아 15.4%, 독일은 14.2%, 한국은 4.3% 수준
○ 상표권 등록 기업수로는 독일이 12,976개사로 가장 많음
- 다음은 이탈리아(8,411개사), 프랑스(6,383개사) 순이며, 한국은 4,911개사로 나타남

4) 물건의 외관에 대한 창작인 디자인을 보호객체로 하는 권리(법령용어 사전)
5) Enterprises that registered an industrial design right
6) 상품외관에 대한 독창적인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법령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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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상표권 등록7)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Ⅱ. 기업 혁신 보호 방법의 시사점
○ 유럽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상표권 등록이었음
- 독일의 경우, 상표권 등록 14.2%, 특허 출원 13.2%, 실용신안 8.7%, 디자인권 출원 4.0%
순으로 나타남
- 스웨덴은 상표권 등록 17.8%, 특허 출원 10.7%, 디자인권 등록 7.3% 순임
○ 반면, 한국 기업은 특허출원이 혁신 보호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남
- 한국기업은 특허 출원 13.3%, 상표권 등록 4.3%, 디자인 출원 3.4%, 실용신안 출원
3.0% 순으로 나타남
○ 유럽 기업과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은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의 상표 및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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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terprises that registered a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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