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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프랑스

2. 훈련기관명 : 라브와

               (LaVoix)

3. 훈련분야 : 지식재산 정책

4. 훈련기간 : 2017. 07. 23. ～ 2018.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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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 개요 

□ 훈련기관명 : LaVoix (라브와)

□ 대표 : Philippe Blot

□ 훈련기관성격 : 지식재산 법무법인

□ 주소 : 2, place d'Estienne d'Orves 75441 Paris cedex 

09, France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avoix.eu

□ 이메일(email) 주소 : paris@lavoix.eu

□ 전화번호 : 33 (0)1 53 20 14 20

□ 팩스(fax)번호 : 33 (0)1 53 20 14 91

□ 조직 및 기능

 o 훈련기관인 ‘LaVoix’는 설립(1898년)된지 100년이 넘었으며, 

프랑스의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한, 전통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IP)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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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P 전반(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며, IP에 대한 전략․보호․소송 및 부당경쟁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 보유

 o 아울러, 프랑스 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 

사무소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

 o 프랑스(8개소), 독일(1), 이탈리아(1) 등 유럽 내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 기술전문가 

등 200 여명 전문가로 구성 

□ 연 혁

 o Antoine Lavoix와 Louis Mores는 파리에 LAVOIX & 

MOSES 국제 특허 사무소를 설립(1898.01.10.)

  - Edouard Branly 교수, Serpollet 형제, Peugeot 형제 등 

프랑스 산업 역사의 유명 인사들에게 특허 서비스 제공

 o ‘LaVoix’로 명칭 변경(1942)

 o 지식재산전문지 등에서 우수 법인으로 선정(‘08, ’11, ‘14, ’15)

 o 지속적인 지역 사무소 개소

  - 리옹(‘40), 툴루즈(’07), 뭔헨(‘08), 렌(’08), 릴(‘13), 그르노블

(’14), 낭트(‘16), 니스(’16), 밀라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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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 사무소를 두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R&D 및 전략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

□ 주요 인사

 o Philippe Blot (법인대표)

  - 프랑스 리옹대학교(Ecole centrale de Lyon) 졸(‘92)

  - 스트라스부르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CEIPI) 졸(‘96)

  - 프랑스 및 유럽 특허‧상표 변리사

  - LaVoix 대표(‘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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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머리말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R&D) 투자는 증가해 왔으며, 이에 호응하여 

GDP에 대비하여 특허가 출원된 건 수는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1위를 

달성하였고, 특허가 출원된 건 수의 순위도 전세계 4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특허에 관한 양적인 지표가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14) > < 주요국 출원 건수(’14) >

 * 정부 R&D 투자 추이(단위: 조원): (’09) 12 ￫ (’12) 16 ￫ (’15) 19

  그러나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휴면 특허 비율(’15)은 67.1%이며 연

구생산성(기술료/연구비, ’13)은 1.36로서 미국의 30% 수준에 불과하

다는 점을 볼 때, R&D의 연구 성과물인 특허가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휴면 특허로 사장되는 경우가 발

생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특허의 창출이 많음에도 활용이 낮은 

결과로 ‘15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는 36억달러

(’15)에 다다르는 등 907억달러(‘14) 흑자를 기록한 미국과 159억달러

(’14) 흑자를 기록한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특허출원 

및 연구개발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우수 특허를 창출하고 휴면 특허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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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가 R&D 전략에 대해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1)

  특히, 최근 특허청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 툴(tool)로서 

지식재산(IP)과 연구개발(R&D)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한다는 IP-R&D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P-R&D 정책을 통해 우수 특허를 창출하고 휴면 특허를 방지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IP-R&D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된지 오래되지 않은 용

어로 조금 생소할 수 있다. 다만, IP-R&D라는 용어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그 용어는 Intellectual Property-Research Development를 

줄여 약자로 표현한 것이며, 지식재산(IP)을 고려한 연구개발(R&D)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IP 및 이와 관련된 정보

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R&D를 기획하고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2)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번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연구개발 제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개

하고 최근 추진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성공사례 등을 

고찰하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제도와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의 IP-R&D의 제도의 내용과 그 등장 배경, 운영 방법 

등을 정리하고, 프랑스의 연구개발 관련 제도,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의 

방법과 그 주체들에 대한 사항, 이들이 어우러져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본다. 그 다음, 우리나라 IP-R&D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IP-R&D 일반

1) 특허청 주요업무계획(‘15, ’16) 및 내부 자료
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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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IP-R&D 에 대하여

 2.1-1. IP(지식재산)의 정의

  먼저 IP(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지

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
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하며,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patent), 디자인

(design), 상표(trademark)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참조: 특허법 제1조)이며, 이를 위해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

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는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공개하게 되고 대신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 

받게 된다. 즉, 기술 공개를 통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독점권 부여를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높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진보성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도 포함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標章)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고 있다.

(상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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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을 유형별로 나누고 세부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부 분류3) >

  그 밖에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통해 널리 알려진 ‘트레

이드 드레스’란 개념도 존재한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상

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이미지를 의미한다.4) 당초 트레이드 드레스가 

의미하는 것은  물건의 포장, 용기, 라벨 등이었는데, 점차 개념이 확

장되어 물건의 형태(product configuration), 물건의 외형적 느낌(the 

"look and feel" of products),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the "look 

and feel" of service establishments), 더 나아가 장난감 가게의 판매

방법(marketing methods)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5) 트레

이드 드레스는 당초 미국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3) 박종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정책연구”, ‘17년 국외단기훈련 보고서
4) Bryan A. Garner, Black's La  Dictionary(Abridged Seventh Edition), West 

Group, 1213 (2000).
5) 이상정,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월마트판결과 트라

픽스 판결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Vol-No.27, 57~5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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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드레스 예시6) >

2.1-2. R&D(연구개발)의 정의

 R&D(연구개발)는 다양한 단체와 기구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각 

단체와 기구들에 의해 정의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한다.

 OECD에서는 R&D(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인간ㆍ

문화ㆍ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

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

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연구(research)'는 ‘새로운 

과학적ㆍ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ㆍ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은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ㆍ장치ㆍ제품ㆍ제조법ㆍ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 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7)

 또한 연구개발의 단계를 그 목적과 개발 프로세스 상의 위치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 목적 기초연구, 응용

연구, 선행, 제품 개발, 개량, 개선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겠다.

 연구개발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나눈 것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6) 김미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16 국외단기훈련 보고서
7) 한국기술개발협회(http://kmtd.co.kr/)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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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계에 따른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8) >

2.1-3. 기업 경영의 정의

 경영(administration)이란 '경영자가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을 결정하며, 그 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동태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영 활동

의 구성요소로는 정보관리(회계), 조직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

사관리, 재무관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9)

8) 권욱현 외. ‘연구개발 단계별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기초연구에서 개발까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0

9) 조동성, ‘조동성 전략경영’, 서울경제경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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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활동의 구성 요소 >

 따라서 기업 경영이란 이윤 추구 등과 같이 그 기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고 그 전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리,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1-4. IP-R&D 용어 정의

 IP-R&D란 용어를 살펴보면 IP를 활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의로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

개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지식재산과 연계한 연구개발’, ‘지식

재산에 기반한 연구개발’ 등 다수의 용어 설명이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연구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

적으로 활용하여 R&D를 기획하고,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10)으로 정의된 내용을 기초로 삼아 이번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IP-R&D 전략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 중의 하나이므로 

마치 생물처럼 계속 변화하고 진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용어와 

의미를 한정적인 틀로 가두어둘 필요는 없다는 것도 첨언한다.

1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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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IP-R&D의 등장 배경

 2.2-1.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로열티 등 수수료를 

지불하고 개발이 완료되거나 상용화된 제품, 상품을 도입한 후, 부품 

일부를 국내 생산품으로 교체하는 국산화 과정과 선진국 제품을 구입

하여 구조를 분석한 후, 모방제품을 만드는 역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추격형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왔다11)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진국 추격형(Catching-up) 기술개발 전략은 효과

적으로 수행되어, 전자교환기(TDX), 메모리, 반도체 및 CDMA 기술 등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많은 성공사례를 가져왔다.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때 추격형 전략은 혁신성 및 창의성의 제약이 제기되는 등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물적·인적 토대가 

취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효과

적인 전략이었다고 판단된다.12)

 <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추이(출처: 통계청) >

 

11) 지식재산 관점의 기술경영 전략, 16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2) 이흥권 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과학

기술평가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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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하여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 11위에 다다르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에 근접하는 

등 상당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17년 기준, 출처: IMF)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 외부적, 내부적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2-2. 외부적 저항: 선진국의 견제 활동 

  이 같은 추격형 방식은 특허가 중요시되는 세계적인 흐름과 특허권

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선진국들의 견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도 사실이다. 

< 특허에 대한 권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기업간 다툼 사례13) >

- 美 램버스,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00)

- 美 폼팩터, 파이컴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04)

- 美 인터디지털, 삼성전자·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06)

- 日 마쓰시다, LG전자를 상대로 PDP 특허침해소송('04)

- 日 샤프, 삼성전자를 상대로 LCD 특허침해소송('07) 

- 日 니치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LED 특허침해소송('07) 등

  특허에 관한 다양한 피소송 사례를 경험으로 삼아 다른 기업의 특

허를 구입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들은 특허 소송에 의한 견제를 극복해 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애플의 삼성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지식재산 소송과 같이 

특허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 전반을 활용한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13)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07), 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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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애플 간 지식재산권 다툼 주요 내용14) >

1. 쟁점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o (애플측 주장) 아이폰의 사각 형태와 평평한 디스플레이, 손에 잡기 
편한 크기 등은 애플이 최초로 사용하였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라고 주장

o (삼성측 주장) 애플이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주장하는 아이폰 외관의 
구성요소 각각은 심미적 아름다움이나 출처표시 이외에 처음부터 
기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

2. 주요 경과

o (‘11. 4월)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의 

특허,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등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o (‘11. 6월) 삼성은 애플 상대로 표준특허 등의 침해를 이유로 반소

o (‘12. 8월)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 손해배상액 10억 

5000만 달러 산정

o (‘14. 3월) 1심 판결: 삼성제품 23종이 애플의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약 1조원 부과

o (‘15. 5월) 항소심 판결: 삼성이 항소한 이유 중 디자인특허 침해 등은 

인정하고,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는 불인정

  - 애플이 주장한 아이폰 사각 형태와 평평한 디스플레이, 손에 잡기 

편한 크기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기능성을 인정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 불가

   * 삼성은 손해배상액 중 전체의 41.1%인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배상액 3억8200만 달러(약 4164억 원) 감소 예상

14) 특허청 보도자료(‘15.07.31.),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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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추격형, 수동형, 방어적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한계에 다다랐고, 

주변의 견제가 한층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 전략, 특히 지식재산 전반을 고려한 연구개발 전략 및 경영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에 신경쓸 여유가 부족하여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곤란한 사항에 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실패 사례 예시15) >

1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ista.re.kr/

사례

1

중소기업의 CEO인 A씨는 전 역량을 투자하여 ㅇㅇ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드디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매출액도 호조세를 

보였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당장 생산을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경고장

을 받았다. 결국 A씨는 회사 문을 닫고 잠적할 수 밖에 없었다.

사례

2

중소기업의 CEO인 B씨는 전 역량을 투자하여 ㅇㅇ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기존의 제품에 대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자신하였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식의 자사제품이 시장의 디지털 제품의 요구에 의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경쟁사는 이미 디지털 제품을 출시하여 진입장벽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재고가 쌓여가는 것을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

사례

3

중소기업의 CEO인 C씨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술정보를 수집해서 가까스로 기술개발을 하였다. R&D의 결과

물로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미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사례

4

중소기업의 CEO인 E씨는 기술개발 후 1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고, 해외에 제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던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밀려, 결국에는 해외시장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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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에 노출되고 그동안 단련된 우리나라 대기업

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국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되도

록 IP 전반을 고려하는 R&D 방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저에 잘 스며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2-3. 내부적 한계 : 잠재 성장률 감소

  앞서 언급한 추격형 연구개발의 한계는 외부적인 요인인 선진국의 

견제 활동 외에도 내부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추격형 전략이 잠재 성장률이 높은 후진국에게 효과적인 전략이라

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게 적합한 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기술개발 전략의 전환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우리나

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세계 잠재 성장률 추이 및 전망16) >

 2.2-4. 새로운 기술개발론 : IP-R&D

16) 이흥권 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과학
기술평가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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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연구개발의 목적을 선진국이 만든 기술, 제품에 두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IP 정보를 활용해 연구개

발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업을 일으키고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둠

으로써 지식재산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해외 기업 등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기존 기술개발

(R&D-IP)에서 새로운 기술개발(IP-R&D)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 IP-R&D의 개념17)>

17) 지식재산 관점의 기술경영 전략, 15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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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특허청의 IP-R&D 현황18)

특허청 등에서 실시하는 R&D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의 

IP-R&D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장의 끝에서 IP-R&D의 광의의 

개념에서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주관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주관 기관들 및 특허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1 절 R&D 지원사업 주관 기관

 특허청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주관 기관은 목적에 따라 크게 2개의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은 주관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과 관련

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IP-R&D 전략의 실행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개요 >

유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요

기능

IP-R&D

전략지원

부서별 

주요

기능

▪ 기획본부

경영기획, 사업

개발

▪ 사업본부

민간 IP-R&D 

지원 및 확산

▪ 기반본부

정부 IP-R&D 

지원 및 확산

설립일 ’12. 12. 21 위치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

센터 8층

공공기관

지정일
’16. 02. 03 기관장

변훈석

(원장)

18) 특허청 내부자료 및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자료(20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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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창립된 법인이며, 발명

진흥사업의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발명가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식재산사업을 보호,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발명진흥회 개요 >

유형
기타

공공기관

주요

기능

발명진흥,

특허사업화, 

지식재산교육

부서별 

주요

기능

▪ 사업지원본부

특 허 기 술 거 래 , 

IP 금융지원

▪ 경영기획처

기관경영, 홍보

설립일 ’94. 12. 26 위치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 

센터 19층

공공기관

지정일
’07. 4. 11 기관장

구자열

(회장)

제 2 절 R&D 지원사업 주요내용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2-1 특허기술조사 분석사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 R&D 사업의 전주기에 특허정보 활용을 추진하여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총 예산은 

‘18년 기준 142 억원이며, 연구개발 주기에 따라 4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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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과정에 따른 세부 지원 사업 >

 ①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활용

  

  동 사업의 목적은 대규모의 특허를 분석하여 원천, 핵심 특허 획득

이 가능한 미래의 유망기술 분야를 예측하고 특허 획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술체계 및 데이터를 관리, 수집하고 분석하여 메가트렌드를 분석

하고 기획과제를 발굴하며 유망 제품, 기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다. 이를 통해 정부의 산업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민간

에는 신규 사업 아이템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e 특허나라를 통해 산업분야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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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동 사업은 R&D 부처의 전문기관이 국가 R&D를 추진할 때, 연구기획, 

평가 단계에서 해당 기술의 특허동향 및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기획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R&D에 

과제를 제안할 예정인 연구자를 대상으로도 특허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 기획을 효율성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③ 정부 R&D 우수특허창출지원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R&D 과제에 대해, 

관련 특허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핵심, 

원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수행 단계에 따라 

특허전략 지원사업과 특허

설계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 특허전략 지원사업(上) 및 특서설계 지원사업(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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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 R&D 특허성과종합관리

  대학, 공공연구소의 보유 특허를 진단하고 유지, 포기 전략을 제시

하여 특허 유지 비용을 경감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 정부 R&D 특허성과종합관리 과정 >

3.2-2. IP-R&D 전략 지원 사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를 R&D의 결과물이 아닌, R&D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 창고로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의 IP-R&D는 그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할 것이므로, 이 사업은 ‘IP 연계 

R&D 전략 지원 사업’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전문위원들이 협력 기관이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 전략 기술개발 협력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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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은 기업 특성에 따라 따라 모듈화하여 이에 따른 세부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 유형에 따른 지원방원 >

3.2-3.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 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필요한 길목에 위치한 

특허이므로 선점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표준특허 유망 기술을 선정하여 표준특허 전략 

맵을 구축하고 표준특허에 대한 과제기획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 

R&D 과제와 관련되어 표준특허를 설계하고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민간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과 관련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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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특허청)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

< 특허 바우처 지원 방안 >

3.2-5.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에서도 지산재산과 관련하여 기업들을 위해 다수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①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해외에 진출하거나 예정인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종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선정될 기업까지 더하면 510개사가 

그 혜택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분담금은 30% 수준

이며 세부지원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사업 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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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에게 닥친 시급한 IP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며,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기업 분담금은 30% 수준이다.

<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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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식재산 경영인증

  지식재산 활동에 일정 수준 이상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을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심사 대상 지정, 연차 

등록료 감면, 각종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

업부와 협력하여 해당 부처에서도 지원사업 가점 부여, 정책자금 융자 

한도 증액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방송 광고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한 멘토링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2-6.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사업 (한국발명진흥회)

 개인이나 신생 기업들의 아이디어 등을 사업화되도록 지원한다.

 ① IP 디딤돌 프로그램

  개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에 기반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 IP 디딤돌 진행절차(7단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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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디딤돌 진행절차 2/2 >     ②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창출할 수 있

는지 분석하는 등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17년 약 420개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에 

소재한 지역지식센터(RIPC)를 통해 

사업문의가 가능하다.

< IP 나래 진행 절차 >

7) 여성발명사업화 지원 사업 (한국여성발명협회)

 ① 생활발명코리아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며, 상품화가 쉬운 생활발명을 찾아 지원

하여 여성 창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된 아이디어가 지식

재산권을 얻기 위한 출원을 하기 전이나 출원은 하였으나 제품 개발이 

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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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IP-R&D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 전주기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IP-R&D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R&D를 기획하고,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19)

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IP-R&D는 특허청이 

진행하는 연구개발 및 경영에 대한 지원 활동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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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프랑스의 R&D(기술개발) 활동

제 1 절 프랑스 개요

 4.1-1. 국가 개요

 프랑스는 유럽 연합 중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국가이다. 정식 국가명은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de France)이며, 수도는 파리(Paris),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의 주요 개요 >

o 언어: 프랑스어

o 면적: 657,4171㎢

   * 한반도 3.1배

o 인구: 67,106천명(21위)

o GDP: 2.6조$(5위)

o 기후: 온대성 · 지중해성

o 종교: 가톨릭 83-88%

o 국기:  (청,백,적색)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프랑스의 주요 수출입품목은 ① 항공-우주 장비, ② 자동차, ③ 의약품

이고, 산업구조(2016년)는 농업 1.6%, 광업 2.7%, 제조업 14.1%, 건설업 

5.5%, 서비스 78.8%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 등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GDP 규모의 약 1.8 배, 

1인당 GDP는 약 1.4 배이다.

4.1-2. 프랑스의 지식재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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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특허기구

(EPO,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로 볼 수 있다. 

< EU 현황 >

◾ 가입국가 : 28 개국
◾ 인구 : 494 million ◾ 통화 : Euro(€)
◾ 면적 : 4.4 million square kilometres
◾ 인구밀도 : 112 people/square kilometre
◾ 운영예산 : € 105 billion
◾ GDP : € 11.8 trillion
◾ 1인당 GDP : US$ 33,052
◾ 서비스업(70.5%), 산업(27.3%)
◾ 공공부채 : € 8.69 trillion(73.6% GDP)

◾ 재정적자 : € 801 billion(-6.8% GDP)

 EPO는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며, 그 산하 청인 유럽특허청(EPO, uropean Patent Office)에서 

특허 등록 통보를 받으면 EPC 협약국 중 원하는 국가에서 국내법에 따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유럽내 단일화된 특허체계를 도입 

중에 있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 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인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내 출원하는 방법, EPO를 

통하여 유럽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 또는 PCT 출원에서 프랑스를 지정

하는 방법이 있다.20)

20)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프랑스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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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EPO) 절차 > < 협약국 >

 프랑스 내의 특허 절차를 살펴보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6년의 

권리 보호기간을 가지며, 독립 청구항은 젭슨 타입 기재를 허용하고 

다중종속항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 시, 진보성을 이유로 거절

하지 않는다.21)

< 프랑스 지식재산 분쟁 기관20) >

 

< 프랑스 특허절차21) >

 한편, 프랑스 특허 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특허 유효성, 특허 침해를 

하나의 판결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며, 법원 

21)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홈페이지 및 특허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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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없다.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증거수

집명령을 내릴 경우, 집행관은 원고가 택한 전문가와 함께 침해 증거가 

발견될만한 어떠한 장소(제3자에 대해서까지)에도 진입 가능하며, 비

용이 높지 않아(10∼50천 유로) 침해 사건의 80%에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 특허 소송의 장점은 전문 특허판사가 존재하며, 빠르고 부담

없는 증거 수집, 세분화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보유,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 비용을 들 수 있으며, 단점은 가처분을 얻기 어렵고, 1심 소송

기간이 다소 길 수도 있다는 점(18~24개월)이다.22) 

제 2 절 프랑스의 R&D, 기술이전 촉진 프로그램

 4.2-1.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La 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

  

 (출처: http://www.gouvernement.fr/)

  프랑스 정부에 의해 2009 년에 시작된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PIA)은 현재 3번째 프로그램이 진행 중으로 연구, 고등 교육 및 직

업 교육, 산업 및 중소기업,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디지털 기술과 같

은 분야 확대에 투자함으로써 프랑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사업이다.

22) 특허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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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원천이 될 혁신적인 과학 기술 프로

젝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노력은 경쟁력, 성장 및 

고용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프랑스 연구의 우수성을 달성하여 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23)

  일반 투자위원회(Le Commissariat Général à l'Investissement, CGI)가 

구성 되어 PIA를 주도하고 PIA에 관련된 아래와 같이 분야별 다양한 

운영자들의 행동을 감독하고 있다.24)

  • 고등 교육 및 연구 분야: ANR

  • 기업 및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한 BPIfrance

  • 에너지 및 생태계 전환과 관련된 행동을 위한 ADEME

  •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등

  ※ ANR(L'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국립 연구 관리 공사) : 공공 연구소, 대학교 

및 기업 등에 대해 과학 분야에 관련한 프로

젝트 수행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

     ※ ADEME(L’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 환경 및 에너지 관리 공사) :  

     환경,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 관한 공공  

     정책 이행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 BPIfrance(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공공 투자 은행) : 

France는 프랑스의 투자를 위한 공공 은행(4.3-2.절 참조)

23) http://www.agence-nationale-recherche.fr/
24) https://recherche.univ-amu.fr/fr/la-recherche/organisation-politique/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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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위탁금고) : 

프랑스 국회의 감독과 보증을 받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융 그룹으로서 국가정책을 지원

하는 공공 주택 재정, 기업 발전, 에너지 및 생

태 전환과 같은 공공 정책을 지원, BPIfrance도 

동 그룹에 포함되어 있음

   

  PIA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우수성, 혁신성, 협력성으로 정의된다.  

대학, 연구소, 연구소, 팀, 기업 및 산업 프로젝트가 자문단(배심원)이나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우수성을 달성할 수 있고, PIA의 지원을 

받기 위해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력성도 담보될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4.2-2. PIA에 대한 경과 및 성과

  프랑스 경제의 전략 부문(산업, 

디지털, 교통, 에너지, 건강)의 고등 

교육,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0 년부터 350 억 

유로가 투입되었고, 2차로 120 억 

유로는 2014 년에 투입되었다. 

  PIA를 위한 3 번째 투자는 100억 

유로로 교수와 연구의 진전을 지원하고 연구를 강화하며 관련 기업의 

현대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25)

  그 동안의 PIA가 프랑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총 470억 유로이며 다음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되었다.26)

25) http://www.gouvernement.fr/pia3-5236
26) http://www.gouvernement.fr/en/10-billion-additional-euros-to-invest-for-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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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등 교육, 훈련 및 연구 

  - 연구개발, 교육 및 산업계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 우수 프로그램, 주도적 혁신을 위한 240 억 유로

 

 ② 산업 부문과 중소기업

  - 산업 부문 현대화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14 억 유로. 예를 들면 Alstom Transport사와 함께 진행하는 

‘미래의 TGV' 준비사업

 ③ 에너지 및 생태 전환

  - 생태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샘플을 생산

하고 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50 억 

유로. Criba 프로젝트의 경우와 같이 오래된 공동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이에 해당

 ④ 디지털 경제 

  - 새로운 플레이어를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독려하며 공공 활동(특히 

교육용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40 억 유로. 예를 들어 프랑스의 기술 기반 스타트 

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대회 개최 등

  2015년 말까지 370억 유로가 투입되었고 2017년 중반까지 PIA에 

할당된 470억 유로의 거의 대부분이 투입될 예정(‘16년 기준)이다.  

2015년 말까지 2,500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에 60 억 유로가 직접 투입되었다. 이는 PIA의 7,400명 수혜자 

중 65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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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PIA 수행 기관

 

  PIA를 수행하는 주요기관들은 연구기관, 금융기관, 협력 중개자 등

이 있으며, 각각의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 CNRS (국립과학연구센터, 참고: http://www.cnrs.fr)

  국립과학연구센터(L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 fique)는 

고등교육, 연구 및 혁신 부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의 감독을 받는 

공공 연구 기관이다.

  21 명의 노벨 수상자와 12 명의 필드 메달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매년 CNRS는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과학 분야의 메달

을 수여하고 있다. CNRS에는 약 32,000명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1,137 명이 연구자, 13,415 명은 엔지니어, 기술자 및 행정 직원으

로 근무하고 있다. 2016 년의 예산은 32 억 유로, 프랑스 전국에 걸

쳐 1,100 개 이상의 연구 및 서비스 단위가 존재하며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CNRS은 종합 연구센터로 수학, 물리학, 정보통신기

술 등을 포함한 모든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를 아래의 10개 기관으로 

나누어 수행된다.

1. 생물과학 연구소(INSB) 6. 종합과학기술 시스템 연구소(INSIS)

2. 화학 연구소(INC) 7. 수학과학 연구소(INSMI)

3. 생태환경 연구소(INEE) 8. 물리학 연구소(INP)

4. 인문, 사회과학 연구소(INSHS) 9. 원자력, 입자 물리학 연구소(IN2P3)

5. 정보과학 연구소(INS2I) 10. 우주 과학 연구소(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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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Bpifrance (프랑스 투자 공공은행)27) 

 ① Bpifrance에 대하여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France는 프랑스의 투자를 위한 

공공 은행이며, la Caisse des Dépôts의 

자회사이다. 프랑스 경제를 활성화시키

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대표는 ‘13년에 취임한 Nicolas Dufourcq(63년생, HEC Paris* 졸)가 

맡고 있다.

  * HEC :  École des Hautes Études Commerciales, 1881년 설립된 

국제 비지니스 스쿨, 학생수 4천명 규모

② 주요 연혁

  - 2012년 12월 31일, 투자를 위한 공공 은행 설립

  - 2013년 혁신 계획을 위한 첫번째 이사회 개최

  - 2014년 수출지원과 사회 경제를 위한 자금 조달 가속화

  - 2015년 스타트업,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3대 가속화 조치 개시

  - 2017년 수출에 대한 공공 보증을 관리하는 새로운 프랑스 기관

③ 주요 역할

 Bpifrance의 주요 활동은 혁신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o (지원 1) 혁신의 원천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혁신 기업의 자본 

확충에 집중

27) www.bpifranc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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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ifance는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유망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한다. 특히, 미래 주요 분야(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공하고,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를 통해 원조 및 자금

조달 활동을 배가 시킬 수 있다.

   또한, 금융 체인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혁신적인 회사의 다양한 금융 

요구를 충족시켜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지역 내 경제 발전의 리더인 

레지옹(Regions, 지역행정구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 부담을 

나누어 가지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파이낸싱을 

지원하며. 세계 챔피언이 되는 기업들을 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Bpifrance는 혁신 기업의 지원을 위해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의 단순화를 추구하면서 적절한 원조, 대출 또는 자금

지원을 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획기적인 혁신성을 가지거나 

일정 수준으로 발전된 혁신 단계에 진입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상환 가능 대출 지원,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Bpifrance는 혁신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 그 균형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으며, 직접 

개별 지원과 협업 지원은 완전히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개별적인 지원은 기업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선도적인 활동을 드러내줄 수 있고, 협업 프로그램은 공통 

관심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네트워킹을 허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공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다만, 지난 기간동안 개별적인 지원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화로운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협업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가 단

순화되어야 하고 기한 등과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방안 외에도 주식, 대출 등에 개입하여 혁신적인 기업의 

연구를 기업의 개발, 산업화, 상업화, 성장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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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 기업에 유리한 생태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이 기금을 모으기 

전이나 기금을 모은 후라도 추가적으로 기업에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을 통해 국가 시드 

머니의 지속적인 분배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출현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면, 통상 국가전략에 따른 기술분야(보건, 식품, 생명공학, 정보

통신, 나노, 환경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한다.

   벤처 캐피탈과 관련하여, 출자한 사모 펀드가 수년간 침식 되어온 

상황에서, PIA의 운영자인 Bpifrance는 혁신적인 회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향해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즉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하고 민간 자금 조달의 파급 효과를 보장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PIA상 관리되는 주제별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기금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특정 규모의 펀드에 

집중하여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국가의 의한 시드 머니에 의해 위험 부담 단계의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들과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Bpifrance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적절한 펀드를 동원하고, 기관의 

기금제공자들이 참가하는 민간 자금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환경에서 자금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현하기 

어렵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Large Venture" 같은 펀드는 여전히 

벤처 캐피털 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실 밴처 캐피털 펀드에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혁신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은 외국의 대규모 그룹에 굴복하지 않고 개발을 이끌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상업 개발, 국제적 

전개, 또는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에 있어, "Large Venture" 펀드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 자본 요구가 강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된 금액은 종종 관련 기업의 매출액을 상회하고, 세계 시장의 

미래의 리더가 될 프랑스 챔피언의 출현을 위해 감수하는 사항이다. 

효율적인 파이낸싱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Bpifrance의 우선과제 

중의 하나는 프랑스를 혁신 강국으로 만들고 프랑스 기업들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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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정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자와의 공동 투자는 대부분 1천만 유로에서 시작하여 

500만 유로까지 지원되었고, 매년 1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과의 협력없이 충분한 금융 지원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Bpifrance는 각 지역 위원회를 구축하고, 이 위원회는 지역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만들고 대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지원수단을 잘 동원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혁신의 지역 전략에 대한 파트너십을 추구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비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자금 지원이 늦은 

상황에서 혁신에 대한 Bpifrance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 기술적인 분야의 혁신이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o (지원 2) 미래 분야에 대한 의미가 있는 지원을 제공

   Bpifrance는 미래의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적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 산업 정책의 틀에서 공공 당국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르면, 미래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표현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에 

의해 특징이 지어진다.(획기적인 기술 또는 노하우가 핵심 요소일 

때 기술 우수성에 대한 잠재력, 프랑스가 주요 자산과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을 때 산업, 상업 개발에 대한 잠재력 및 성장, 경쟁력, 

고용을 가져올 분야에서의 사회, 경제적 잠재력)

   특히, 공공 정책 지침에 근거하여, Bpifrance는 디지털, 보건, 생활

경제, 운송,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Bpifrance는 미래 부분에 대한 그들의 자원 각 40, 30%를 혁신, 투자 

등 회사의 성숙 단계를 위해 지원하고, 개별 또는 협력적 혁신을 도와 

주기 위해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을 위해 PIA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34개 산업 계획과 2025년 혁신 위원회에 따라 투자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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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자 펀드을 이용하여 자금지원 활동도 할 수 있다 더불어 

Bpifrance는 국가와 Caisse des Dépôts가 수행하는 생태계 구성 작업

외에도 사회, 연대적 경제 발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Bpifrance는 내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미래 분야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 당국과 싱크 탱크 

"Bpifrance The Lab"와 함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o (지원 3) 에너지 및 환경 변화 지원

  인식제고 및 파이낸싱 활동을 통해 많은 수의 기업들 내에서 에너지 

및 환경 변화를 새로운 우선순위로 만들고 있다. 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기업들 내에 확실한 행동을 하고 있고, 모든 분야의 기업들에서 

에너지 환경 변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

시키며, 신재생 에너지의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유럽의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천연자원소비 감소는 프랑스의 무역수지를 개선

시키고 생태 에너지 부분이 프랑스 혁신 기업의 활동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8억 유로의 대출이 가능

하며 2017년까지 4 억 유로의 투자를 해 왔다.

o (지원 4) 스타트업 허브 제공

  Bpifrance는 젊은 회사들에 대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1000 제곱미터이고, 벤쳐 신생 기업에 

대한 비지니스 개발 및 국제화 등의 

지원활동을 제공한다. 

  청정기술, 메디테크 또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에서 생명공학까지, 

모든 혁신의 영역 내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능력에 따라서 상업화 단계의 B2B, B2C 기업 10여개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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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3~20 명까지 성장 가능성에 따라 부동산 관리 내에서 각 

회사는 최대 20개의 포스트를 가질 수 있다(쾌적한 사무실, 비밀 회의실, 

보안 통신, 부엌, 명상공간, 휴식 장소 등). 허브에 입주한 기업은 설정 

목표에 따라 6 ~ 18 개월 사이의 맞춤 지원을 받고, 해외 진출 전략, 

대규모 그룹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설정, 자금마련 전략, Bpifrance와이 

금융 관계 지속, 모금 기금 행사 준비에 대한 2시간의 카운셀링, 목표 

국가에 대한 수출 전략, 현장 회의 및 파트너 네트워크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월 400유로의 비용 지불이 필요하며 입주기업은 혁신

적인 프로젝인가 여부, 첫번째 기금모금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였는지 

여부, 사업개발단계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선발위원회는 

Bpifrance의 각분야 대표, 기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o (지원 5) 파이낸싱 지원 활동

  Bpifrance는 기업의 다양한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의 취득, 무형자산의 동원, 개발에 

연계되어 필요한 자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 요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GDP가 2008년 이전의 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고 사업 투자는 

6년 전보다 12% 낮으며, 8분기 연속 감소하여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연간 약 3천억 유로가 된 이후, 프랑스 기업의 신규 대출 규모는 

2010년 이래 약 200~250 억 유로 수준이 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특정 서비스의 동력을 위해 재무 활동을 

지원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 아울러 Bpifrance는 중소, 중견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는 투자 펀드도 관리하고 있다. 

  Bpifrance는 일회적 또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기술 융자 

자금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들은 무형자산이나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은행 자금을 통해 장기적인 보장을 수립

하기 어려우므로, Bpifrance는 시장에서 다루지 이러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대응하여 무형자산을 조달하고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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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추가로 2년간의 기한을 갖는 이 기술융자 대출은 국가 및 지역의 

보증 기금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투자에 기반한 은행 대출과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출 수혜자의 3분의 2를 차지(2013년 기준)

하고 있어 주요 자금 조달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기업의 대출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은행이 다루지 않는 프로젝트 분야에 

대해 인내심 있게 재정을 지원하여, 산업의 성장의 촉진하고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하면, 투자의 가속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발 융자는 국가 또는 지역의 공공정책에 따라 우선순위(기업의 

디지털, 에너지 전환, 수출, 로봇, 사회 경제 등)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또한 Bpifrance는 2011년말 이후 은행 대출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환경에서, 미수금 문제로 약화된 중소기업들을 위해 단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Bpifrance는 보유된 채권을 동원하는데 중요한 

역량을 개발해 왔고, 2017년까지 연간 33 억 유로의 개입 용량이 창출

되었다.

  한편 Bpifrance는 보증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

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 공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따. 이 제도는 자금 조달주기의 

위험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증은 시장의 구조적 결함에 대응하여 은행에 의한 금융에 

적용되지만 Bpifrance의 직접 대출 활동에도 점점 적용되고 있다. 

  이 보증은 정부, 지역의 공공 기금에 의존하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회사의 설립 : 기업 설립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은행에 

의해 신중히 접근될 수 있다. 따라서, Bpifrance의 보증은 신생 회

사의 은행과의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증을 통해 얻은 파이낸싱 금액은 재정적 안전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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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발 융자 : 무형 자산, 국제 개발 또는 운용에 필요한 자본에 

관계된 실제 담보가 수반되지 않은 사업의 개발에 대한 융자를 하여, 

개발 대출 활동을 증가시키고, 상업 은행에서의 유사한 제안의 출현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기업 재무 강화 : 기업 재무 상태를 강화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을 

중기 차입금으로 전환시켜 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 보증 외에도 Bpifrance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벤처캐피털과 

소규모 개발 자본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본 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pifrance는 적절한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Bpifrance는 프랑스 내의 창업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에서 주식 또는 준 자본에 투자하는 투자 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모 펀드의 공동 투자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투자

하고 있다. 

  Bpifrance가 운영하는 펀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Large Venture : Large Venture 펀드는 6 억 유로를 투자하여 높은 

자본 요건을 갖춘 혁신적인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 디지털, 환경 관련 기업들을 우선하여 그들의 상업개발, 

해외진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Large Venture는 이미 벤처 캐피탈 (VC)에 의해 자금을 조달 받거나 

이미 상당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본에 투자를 한다. 

즉, 기업 발전에서 자본의 연속적인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세계를 리드할 월드 챔피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arge Venture는 민간 전문 투자자들과 공동투자(기금 

모금의 50% 까지)를 통해 1 천만 유로로 시작되는 티켓을 개설할 

수 있어,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Large Venture는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를 지원하는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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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이며 프랑스에서 2013년 10월 1일 설립되었고, 운영자는 

Bpifrance Investissement이다.

   Large Veture가 투자하는 주요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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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ôle Sciences de la vie (생명과학) 분야 : Biothérapies Innovantes 

et Maladies Rares(혁신 바이오테라피 및 희귀 질병) 펀드는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PIA) 및 l’AFM-Téléthon에 따라 FNA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기금의 목적은 희귀 질병 환자에 대한 혁

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다.

   innoBio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과 협력하여, Bpifrance에 의해 관

리되는 1.73억 유로 규모의 FCPR(위험을 감수하는 뮤추얼 펀드)이

며, 보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

해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총 11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BIOAM 및 BIOAM1B 펀드는 생명 공학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 등 생명 과학 분야에서의 개발 초기 단계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이며, 생명 과학과 관계된 프랑스 공공 연구기관이 창립 투자자 

중 하나이다. 2006년에 투자기간은 완료되었으나, 이미 투자한 회사

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Bpifrance 

investment에 의해 자금이 관리되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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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technologies(생태기술) 분야 :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의 

일환으로 1.5억 유로가 기부되었고 Bpifrance Investment에 의해 생

태기술 펀드가 관리되고 있다.

   무탄소 재생 에너지 및 녹색화학, 순환 경제(폐기물 회수 등),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차량 등의 주제에 맞춰 투자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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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CI Ecotechnologies는 투자자의 논리에서 체계적으로 공동 투자를 

추구하여 2 백만에서 천만 유로의 티켓들을 투자할 수 있다.

   생태기술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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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Fonds Ambition Amorçage Angels (F3A, 야망 초기 엔젤 펀드)

는 PIA에 의해 투자되고 Bpifrance가 관리하고 있다. 신생 디지털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 SaaS,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 주문형 경제, 협업 경제, 모바일 프로그램, 플

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부분 및 로봇 공학 같은 하드웨어 부분 등

이 있다. F3A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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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Fonds Ambition Numérique(디지털 야망 펀드) : 신생 기업의 성

장을 촉진하고 프랑스의 디지털 챔피언 기업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이다. 기금은 정부의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의 일부이며, 

이 펀드는 디지털 영역의 기업의 주식 또는 준 자본에 투자하며 

반드시 민간의 공동 투자자와 함께 해야 한다. 시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혁신

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되려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펀드의 투자 영역은 디지털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 부문, 특히 소프트웨어, IoT, 하드웨어, 인공 지능 등이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e의료, e교육 등)를 개발하는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7년말 현재, 6년간 39개 벤처기업에게 약 1.8 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보통 초기에 민간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1 백만에서 1 천만 

유로 사이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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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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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별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하여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4.3-3. SATT (기술이전 촉진 법인)28) 

     

 ① SATT 네트워크의 목적

  SATT 네트워크(Le Réseau SATT)는 프랑스의 학술적인 연구들을 산

업계로 기술 이전하기 위한 협회 조직이며 기술 이전을 보다 단순화

하고 전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ATT 네트워크는 14개의 SATT(Les Sociétés d'Accélé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기술이전 촉진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년에 창립되었다.

  SATT 네트워크는 SATT들의 효율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이전 가능한 기술들이 담긴 공통 카탈로그 제작 활동, 

파트너십 개발 활동, 공유된 가치 제시 활동, 공통 소통채널 조직 활동 

등이 있다.

  SATT 네트워크의 사무소 구성은 아래와 같다.

28) www.sat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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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Président) :

  Laurent Baly,

  SATT SUD-EST 지부 대표

• 비서관(Secrétaire) :

  Céline Clausener,

  SATT IDF- INNOV의 대외관계국장

(Dire- ctor of External Relations)

• 회계(Trésorière)  :

  Catherine guillemin,

  SATT GRAND-EST 지부 대표

• 홍보(Chargé de Communication) : 

Rémi Lefebvre   

 SATT 네트워크는 추구해야할 가치로 대담(Audace), 민첩(Agilité), 경청

(écoute) 3가지를 들고 있다.

② 개별 SATT

 가. 지역 전담 구조

  SATT는 공적으로 펀딩된 연구로부터 산업계로 기술 이전을 촉진

하는데 그 역활이 있다. SATT는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 

Programme des Investissements d’Avenir)의 계획에 따라 복수의 공공 

연구 기관들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SATT의 설립에 856 백만 유로가 

투입되었으며, 관련 업무의 상당한 부분은 지식재산권 등에 집중되고 

있다.

  SATT는 지역별로 대학들의 팀들을 모두 재그룹화하고, 160 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은 연구 결과를 14개의 지역 SATT 중 하나에 위임함으

로써, 연구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SATT는 공공 연구원들의 발명들과 권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산업계로 관련 기술이 이전될 때까지 전문가들이 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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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경제 발전의 플레이어

  SATT는 프랑스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의 기술을 평가, 판매 및 

라이센싱하고, IP 및 기술의 성숙 과정과 관련 기술의 이전에 전문 

지식과 자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기술성과 산업의 

필요성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SATT는 발명을 보호하고 자금을 지원

하며 이러한 발명에 따른 혁신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내재된 재정적 

위험까지 감수함으로써 산업계가 관련 발명, 기술 등을 채택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도표와 같이, 연구소(LAB), 연구자들(Chercheurs)들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성숙단계에서 투자하며, 기술판매, 협력적 연구, 

인큐베이션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과 스타트 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다.

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

 SATT의 목적은 학계의 연구 결과를 사회, 경제 시장으로 확산하는 혁

신 활동을 단순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으로, SATT는 기술이전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혁신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시장에서 요구

되는 부분에 맞추어 관련 기술을 포지셔닝하는 역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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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주요 프로

젝트를 수립하고 관리한다

 또한 라이센싱 및 스타트업 기업 상태에서 산업계로 기술 이전할 때

까지 마케팅을 실시하며, 몇몇 SATT들은 지역에 따라 다른 그들의 출

자자의 연구 단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 수요에 대한 

식별과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을 지닌 혁신을 탐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포트폴리오 관리한다.

 기업과의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된 계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며, 혁신,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 및 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에도 참여한다.

 한편, 연구 제안의 촉진 및 매핑, 그리고 지식재산의 시장(수요, 행위

주체, 규제들), 연구 주제의 매핑, 파트너 상대방 행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도 수행한다. 아울러 파트너의 연구의 계약에 대한 관리, 재정 

지원 및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션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라. 공공 자본에 대한 사적인 구조

 SATT 들은 단순 행동에 의한 회사(SAS)29)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를 대신하여 지역 내 공공 연구소를 위한 100만 유로의 자본 

중 67%를 배분하고, CDC(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예금

공탁금고)를 위해 33% 배분한다.

 SATT 들은 성능 평가 단계에서 조건을 결정하여 3번에 걸쳐 지원하고, 

10년 동안 준 자본 성격으로 출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SATT 들의 출자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들의 가치 향상을 위해 

SATT에게 독점적인 라이센스와 권한을 위임을 하고, 연구 기관들은 

29) SAS(Société par ActionsSimplifiées)란 간소화된 합작회사로 출자자들의 출자와 

퇴출 조건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창립자들은 회사의 자본, 조직 

규칙(이사 선임, 해고), 집단적 결정의 채택방법을 정관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출자는 현물, 현금으로도 가능하며 현금 기부액의 최소 절반 이상은 공개되어야 

하고, 나머지도 5년내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구좌의 승인, 자본의 변경, 합병, 

해산, 감사의 임명 등은 집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감사인의 임명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SAS는 하나 이상의 출자자,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출처: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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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들의 산업 재산을 포함한 그들의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SATT의 관리 체제는 감독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Comité d'audit)와 

총회(assemblée générale),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 대표(président) 

및 운영기구로서의 지식재산위원회(comité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투자위원회(comité d’investissement), 코디네이션 또는 인큐베이션 승인 

위원회(comité coordination ou agrément incubateur)로 구성된다.

< SATT 운영 조직도 >

마. 지역별 SATT 현황

 SATT는 프랑스 전역에 14개소가 나누어 설립되어 있다. 이는 지역특

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각 14개 SATT 및 해당 회원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30)

1. SATT Conectus Alsace 

  

30)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56636/dispositifs-mutualises-et 
-societes-d-acceleration-de-transfert-de-technologies-d.m.t.t-et-satt.htm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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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회원 : Université de Strasbourg, CNRS, université de 

Haute-Alsace, INSERM, INSA Strasbourg, École 

nationale du génie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de Strasbourg, CDC

2. SATT Lutech

 • 협회 회원 : Université Pierre et Marie Curie, université 

Panthéon-Assas, université technologique de 

Compiègne, Institut Curie, Muse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CNRS, CDC

3. SATT Toulouse Tech Transfer

 

 • 협회 회원 : Comue université de Toulouse, CNRS, CDC

4. SATT Ile-de-France Innov

 

  • 협회 회원 :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université Paris Est, 

université de Cergy-Pontoise, CNRS, INSERM,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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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TT Sud-Est

 

 • 협회 회원 : Aix-Marseille université, université du Sud Toulon 

Var, université de Nice Sophia Antipolis, université 

d’Avignon et des Pays du Vaucluse, université de 

Corse, CNRS, INSERM, École Centrale de Marseille, 

CDC

6. SATT Aquitaine Science Transfert 

 • 협회 회원 : Université de Bordeaux, CNRS, université de Pau et 

des Pays de l’Adour, INSERM, CDC

7. SATT Nord

  

 • 협회 회원 : Comue Lille Nord de France, université de Reims 

Champagne-Ardenne, université de Picardie Jules 

Verne, CNRS, CDC

8. SATT Ouest Valor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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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회원 : Comue université Bretagne Loire, CNRS, IRD, CDC

9. SATT AxLR

 

 • 협회 회원 : Universités de Montpellier, Perpignan, Nîmes,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himie de Montpellier, 

Montpellier Supagro, CNRS, INSERM, IRD, IRSTEA, 

CDC

10. SATT Grand Centre

 

 • 협회 회원 : Centre-Val de Loire université, Comue Clermont- 

Université, Comue Limousin Poitou-Charentes, 

CNRS, IRSTEA, CDC

11. SATT Grand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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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회원 : Université de Bourgogne, université de Franche- 

Comté, université de Lorraine, université 

technologique de Troyes, CNRS, INSERM, CDC

12. SATT Pulsalys

 

 • 협회 회원 :Comue université de Lyon, CNRS, CDC

13. SATT Linksium

 

 • 협회 회원 : INP Grenoble, université de Savoie, université Joseph 

Fourier - Grenoble 1, université Pierre Mendes 

France - Grenoble 2, université Stendhal - Grenoble 

3, CNRS, CEA, INRIA, CDC

14. SATT Paris-Saclay

 

 • 협회 회원 : Comue Paris-Saclay,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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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역의 14개 SATT(출처: SATT SUD-EST Annuel report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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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ATT의 기술이전에 관해

  SATT는 공공 연구 부서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기술 이전과 연구 단

위별 발명을 성숙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이전은 연구 

결과를 얻고, 기업이나 사회-경제적 시장의 모든 다른 플레이어들에 

의해 이용할 수 있게 기술 부분, 제품, 노하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공은 라이센스의 양도 또는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과정은 아래의 단계로 나뉜다.

  기술 이전의 전체적인 과정은 포트폴리오 발견 및 구성 ▶ 그 쓰임새와 

창조적 가치를 연구 ▶ 기술이전 순으로 이루어진다.

  지식재산 위원회와 투자위원회가 각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세부 

과정은 연구소내에서의 탐지, 시장 니즈 탐지 ▶ 지식재산화 ▶ 적절한 

성숙과정과 파트너십 협력 ▶ 기업, 스타트업 이전 또는 기술시장과 

신생기술 중재사업 실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술 성숙(la maturation)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기술 성숙 

단계는 대상 응용에 대한 과학적 결과를 신회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아래의 각 단계들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기술이전의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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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 : 타당성 검증, 개념 증명, 프로토타입핑, 산업화

  2. 지식재산 : 산업 보호, 확장, 시험 절차

  3. 법률 : 계약, 표준, 규정

  4. 마케팅 판매 : 제안, 경제 모델, 시장, 출시시기에 대한 특성 파악

  유망한 응용 분야에 최대한 빨리 진출하고 기술 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산업, 경제계의 하나 이상의 플레이어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기술 성숙 단계는 연구소 내에서 또는 해당 

지역에 현존하는 혁신의 중개 단체와 함께 수행하거나 기업 내에서 

직접 수행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10년 동안 출자금 859 백만 유로의 대부분은 기술 

솔루션의 상업화에서, 성숙 및 개념 증명의 단계에서 사용된다.

사. SATT의 성과(2017.10.03.자 기준)

  5,500 개 이상의 회사가 SATT를 통해 혁신 프로세스를 시작하였다.  

이 중 약 30%가 그들의 동적 혁신 및 개방형 혁신을 위해 SATT에서 

반복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공공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경제의 주체의 비지니스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PIA 및 SATT의 

역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SATT들이 모인 협회인 SATT 네트워크는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의 

일환으로 프랑스 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들(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규모 

기업군)과 SATT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고, 이 분석은 SATT 네트

워크의 "비지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 워킹 그룹에 의해 추진

되고 있다. 추진이유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SATT가 의지를 갖고 실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기술의 이전과 혁신의 성숙에 의해 창출된 가치 외에도, 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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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증대를 더욱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많이 이루어 지도록, 기업과 

공공 연구소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SATT의 

목적으로 한다.

 

 • 첫 번째 교훈 : SATT는 프랑스 영토 내에 위치한 모든 유형 및 크기의 

기업들에 대하여 혁신의 원천이 되었다.

  - 600 개의 대규모 그룹과 5,000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미 하나 

이상의 SATT의 혁신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 좀 자세히 살펴보면, SATT와 관련된 5600 개의 회사 중 30 % 

(180 개 대형 그룹 및 1500 개 중소기업, 모든 규모의 1680 개 

기업)는 SATT와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최초 300 개의 이전된 라이센스 중 93 %가 중소기업에 관련되어 

있다. 93% 중 라이센스의 40%는 스타트업에게 이전되었고, 7%의 

이전된 라이센스는 대규모 그룹에게 이익이 되었다.

 

 • 두 번째 교훈 : 프랑스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SATT들은 혁신 영역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적 

매력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 14 개 지역에 있는 SATT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공 연구소와 

함께 개방 혁신을 이루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구조화된 협력의 

방법을 채택하려는 대규모 그룹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 중소 기업에 이전된 라이센스의 64 %는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

하였고 SATT가 보유하였다.

  - 대규모 그룹의 10 %는 프랑스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 5 개 이상의 

SATT와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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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교훈 : 4 년 이내에, SATT는 4 대 주요 산업 분야(제약, 운송, 

에너지 및 보안/방어)에서 기업들의 우선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주요 제약 산의 대규모 그룹의 100 %가 

SATT와 협력하며, 각각은 여러 SATT(그룹에 따라 10 에서 14개)와 

연결된다.

  - 강도 높은 기술개발 영역과 관계된 공공 연구의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SATT에 관계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다.

 • 현재의 SATT(2017.7월) : 활동하는 SATT(14개소), 참여하는 전문가

(596명), 탐지되거나 분석되는 혁신 프로젝트(8777개), 등록된 우선권 

발명(1906개), 기업이 서명한 경영 라이센스(573개), 스타트-업 창업

(202개)

아. 최근 SATT의 이벤트

 • RIR(Rencontre Internationales Recherche, 국제연구회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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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T 네트워크는 산업계와 함께 

하는 B2B 만남을 위해 연구자들을 

코칭하는 기술 이전 기관에 속하고 

있으며, 2009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RIR 국제연구회의를 통해 학술적 

연구자들과 보건 관련 기업들의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의사결정자들을 그룹화시키고 있다.

  공공 기관, 연구원 및 산업인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명성

있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기업 의사 결정권자들의 존재는 이 

행사를 국제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장으로 만들 것으로 판단

된다.

 • Techinnov

  SATT는 이번에 12 회째를 맞는 Techinnov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밝

혔다. 하루 동안 2,000 명의 참가자와 12,000 회의 비즈니스 회의가 

이루어지는 Techinnov는 혁신에 전념하는 가중 중요한 프랑스의 이벤트 

중의 하나로 평가 받는다.

  전통적인 '펀딩 모임', '산업 모임', 및 '기술개발 모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자동차',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제조', 3가지 비지니스 

컨벤션이 추가 된다.

   

자. SATT의 원하는 기술에 대한 알람 서비스

 SATT는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분류 목록화 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푸시 알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관 SATT 명칭, 기술분야, 게시날짜, 주요 내용 등을 홈페이지

(www.satt.fr)에 게시하고, SATT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세부 분야 등에 

대하여 설정하면, 관련된 결과가 탐지되면 이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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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기술에 대한 게시판(www.satt.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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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알람 설정 화면 >

• 주 소: https://www.satt.fr/offres-de-technologies/

      (기술 제안) (알람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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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SATT 별 성공사례 (출처: *각 satt 기관 보도자료) 

4.4-1. 투자 사례  

① Le projet SmartR : 프로젝트 스마트R (2017.12.05.기준)

 • 주관 SATT : SATT PARIS-SACLAY 

 • 투자기간, 금액 : 18개월, 452,000 유로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의 성격

 - SATT Paris-Sacla 

   Paris-Saclay University의 능력 또는 기술 발전에 의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개발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기술(개념 증명), 법률

(지식재산), 경제(시장) 측면에서 혁신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SATT Paris-Saclay는 공동 성숙 프로젝트의 개발 및 / 또는 실현에 

연관 될 수 있는 기업(대규모 그룹, 중소, 중견 기업 및 신생 기업)과 

긴밀한 협력하에 활동하고 있다. 성숙한 기술(특허, 라이센스 및 

노하우)는 산업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다.

   SATT Paris-Saclay는 주식 자본이 1 백만 유로인 단순 회사(SAS)이며, 

주주로는 Campus Paris-Saclay Scientific Cooperation Foundation 

등이 있다. 등록 된 사무실은 Orsay의 rue de Paris 86에 있다.

 - École poly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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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30%, 교직원의 39%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에 연구, 교육, 혁신을 결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영역을 

강조하고, 인본주의 전통에서 개방적인 탁월한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학교의 22개 연구소들(이중 21개의 연구소는 CNRS와의 공동 연구 

단위를 형성함)과 함께, 복합적인 학문, 과학, 기술 및 사회의 큰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École Polytechnique는 Universite Paris-Saclay의 창립 멤버이다.

 - CNRS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국립

과학연구센터(L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이다.  

 

  5,629개의 특허군, 1,281개의 활성 라이선스, 26개의 회사(CAC40 관련)

와의 협정, 376개의 산업 공동 소유 계약, 851개의 기관 공동 소유 

계약, 12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창업, 120개 이상의 CNRS/기업 공동 

연구, 평균 년 43,000 개의 출판물, 21명의 노벨상 수상자, 12명의 필드 

메달 수상자 등을 보유, 배출한 기관이다.

 - IFSTTAR

 

  "L’institut français des sciences et technologies des transports, de 

l’aménagement et des réseaux" 는 2011년 1월 1일에 중앙 교량 연

구소(LCPC)와 교통 연구원(INRETS)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과학 기술적 성격을 갖는 공공 기관으로 생태 및 연대 전환부(L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고등교육, 연구 및 

혁신부(Le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의 감독을 받고 있다.

  운송, 토목공학, 지속가능 도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시민의 생활조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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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임무에는 미래의 운송과 그 인프라, 사람과 사물의 이동성, 영토 

계획과 보안, 환경영향, 에너지 및 원자재 절감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있다. 1000 여명 넘는 직원들이 프랑스 9개소(Lille, Marne-la- 

Vallée, Versailles/Satory, Nantes, Salon-de-Provence, Aix-en-Provence/ 

Marseille, Lyon, Grenoble et Belfort)에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IFSTTAR은 대학, 산업, 지역사회에 특정 관계를 발전시켜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연구 기관이다.

 • 프로젝트 주요내용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술은 도로에 통합된 나노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도로의 트래픽 패턴과 도로의 지상, 지하의 변형, 운전자 행동, 

차량 유형, 도로 노화, 비정상 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하여,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마이크로 및 나노 감응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프로토타입을 제공해주는 작은 도시 연구소를 통해, 기술 연구팀은 

École polytechnique에서 신뢰성 있는 감응 플랫폼을 갖추고 IFSTTAR

에서 혁신 도시 “Sense-City”의 실제 시연 장치와 같은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다.

  SmartR 프로젝트는 2010년 5월 1일에 창립된 NACRE(NAnotechno- 

logies pour des Cités Respectueuses de l’Environnement) 공동연구팀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Mine ParisTech, CNRS, École polytechnique 및 

IFSTTAR의 연구자들에 의해 지원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École Polytechnique 및 IFSTTAR의 연구 엔지니어인 

Bérengère Lebental와 디지털 전략과 연계 제품 출시 전문가로 

SmartR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인 “ALTAROAD”의 

창립자인 Cécile Villette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스타트업인 ALTAROAD는 특정 차량의 무게 등을 감지하고 차량을 

식별하며, 스마트 시티에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관리할 

인프라 지대를 식별하고, 위험한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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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 프로젝트 기술 주요 내용 >

 ALTAROAD는 정보 축적의 이 플랫폼에서 생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래픽 관리와 관리 영역에 대한 정량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

주는 솔루션을 도로 운영자나 교통 지역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SATT Paris-Saclay는 SmartR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상업적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② 문신 제거 시장의 개척자 Irisiôme에 대한 지원(2017.05.17.기준)

 • 주관 SATT : SATT ATT Aquitaine Science Transfert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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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iôme 

  2015년 혁신 기술 회사 설립을 위한 전국 대회(iLAB)에서 우승하여 

그해 8월 설립된 Iriôme는 피부 미용 응용 분야의 레이저 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Irisiôme은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피부 관련 병리 현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첫 응용 프로그램은 문신 제거 등과 같은 색소 침착 관련 기술

이다. 2015년 12월 보르도 대학, SATT Aquitaine과 독점 라이센스를 

체결한 바 있다.

 - SATT Aquitaine 

  Aquitaine Science Transfer는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Université de Pau et des Pays 

de l’Adour, l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l’Institut National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및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가 출자자이다.

  Aquitaine Science Transfer는 기술 이전의 모든 단계를 관리한다. 

발명 및 시장 요구를 탐지하고, 성숙 단계를 지원하고, 지식 재산의 

관리 및 이전, 운영 조건을 협의하고, 시장으로의 기술 이전을 포함

한다.

  Aquitaine Science Transfert는 파트너십 연구 계약, 평가 및 이전에 

대한 인식, 협상 서비스 등도 수행한다. 그 동안 성숙 및 특허 프로

그램 등에 2012년 7월 이후 1,350 만 유로를 투자해 왔다. 또한 아키텐

지역에서 14 개의 벤처 설립에 기여해 왔다.

 

 • 프로젝트 주요내용

  강렬한 레이저 및 응용 연구를 위한 CELIA 센터(보르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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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CEA) 내에서 개발 된 기술인 적응형 파장 레이저를 제품화하는 

Iriôme는 관련 제품을 통해 피부 관련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iôme에 SATT의 자금이 출자되어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에서 4500 만명의 사람

들이 문신을 하고 이 중 30 

%가 매우 빨리 후회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프랑스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14 

%가 문신을 하고 있으나, 

문신을 제거하기 위한 기존의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

스러우며 올바르게 지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CELIA 센터의 Eric Cormier 교수의 

지도 감독 아래, 파장조절이 가능한 레이저 기술이 개발되었다. 피부에 

가장 적합한 파장을 결정함으로써, 잉크를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제거

하며 통증과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양한 피부과 치료

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투자는 Aquitaine Science Transfer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한편 Aquitaine Science Transfer는 기술 성숙을 

위해 28 만 유로를 지원한 바 있다.

4.4-2. 라이선스 사례 

① ConicMeds : 호흡기 및 신진대사 관련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분자 

(2017.12.07.기준)

 • 주관 SATT : SATT GRAND CENTRE

 • 참여기관 : 

< 프로젝트 기술 시연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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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의 성격

  - SATT GRAND CENTRE

   2013년 5월 15일,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rogramme 

Investissements d’Avenir)에 따라 창립된 SAS로서, 주요 임무는 공공 

연구에서 사업으로 기술이전을 단순하고, 신속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다.

   기관의 투자를 통해, 연구의 결과를 기술적, 상업적인 개념으로 전환

하여 기업의 요구에 잘 응답하고 내일의 제품을 창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Auvergne-Rhône-Alpes, Centre- Val 

de Loire 및 New Aquitaine 지역에 위치한 6개 대학교, 2개 연구 기관, 

3개 공과 대학 및 3개 병원의 과학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ConicMeds Development

 

  ConicMeds는 Poitiers에서 2017년 4월 설립된, 세포 지질농축

(lipointoxication cellulaire)과 관련된 병리학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

하는 생물 의약 회사이다.

 - Université de Poitiers

  

  동 대학은 14 개 부문에서 2만 8천명의 학생들을 매년 양성하는 종합

대학으로 1431년 설립되었따.

  혁신적이고 세계에 개방된, 이 대학은 13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을 

동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등연구를 개발. 특히, 항공, 교통 공학, 

건강, 환경, 화학, 인문사회과학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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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대학은 New Aquitaine 지역의 고등 교육 및 연구의 2차 중심지

로서, 해당 지역의 북부 전반에서 연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 프로젝트 주요내용

  Poitiers 대학, CNRS, SATT Grand Center 및 ConicMeds 

Development는 매우 유망한 분자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허용하는 라이

센스 계약에 서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호흡기 질환, 특히 낭포성 섬유증 및 제 2 형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분야에서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Université d’Exeter의 기여와 함께, 두가지 특허에 의해 보호받는 이 

기술은 CNRS와 Université de Poitiers의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나노 기술은 낭포성 섬유증(우리 몸의 세포막에서 포화 지방산 

축적)과 관련된 지질 농축의 해로운 영향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술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지 세포의 속성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세계 최초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STIM 연구소의 10년간의 기초연구와 실험작업을 이어받아 SATT 

Grand Centre는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성숙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의 

임상 이전 단계까지 오르도록 기술에 대해 지원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의 목표는 희귀 질환인 낭포 성 섬유증을 가진 

전세계 72,000 명의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이며, 

세계에서 3번째 사망원인(310 만명의 사망자, '12)인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치료도 목표하여 주요 공중 보건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혁신의 잠재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Poitiers 대학과 ConicMeds 간에 

협력연구실인 LitCh-Conic Meds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여러 실험실의 연구 팀을 하나로 모아 안정적인 약물 

후보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비용,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임상 시험을 최적화할 수 있다. ‘19년에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② Techform의 3D 단순화 모듈 발표 (2017.11.0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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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SATT : SATT Toulouse Tech Transfer (TTT) 

 • 참여기관 : Techform, Toulouse Tech Transfer (TTT), l’Institut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de Toulouse (IRIT)   

 • 참여기관의 성격

  - Techform 

   Techform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2000년 설립되었다. 

건축, 산업 부분에서 맞춤식인 복잡한 제품 제조 기업을 위한 산업, 

기술 설정 관련 개발 전문회사이다. Techform의 소프트웨어인 

Smart Configurator는 시장에서 50 개 이상의 주요 프랑스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Techform은 기업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속 가능한 방식

으로 지원한다.

  - SATTToulouse Tech Transfer (TTT)

   SATT TTT는 공공 연구에서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지역 

운영자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에 따라 창설되었다. 

TTT는 공공 연구의 가장 유망한 결과에 투자하여 성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업의 혁신을 상업화한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혁신, 경쟁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l’Institut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de Toulouse (IRIT)

   툴루즈에 위치한 컴퓨터 과학 연구소인 IRIT는 최신 IT 연구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프로젝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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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T Toulouse Tech Transfer (TTT)는 매우 우수한 시각적 렌더링과 

최적화된 처리 사간을 갖춘 3D 단순화 방법 기술을 IRIT에서 

Techform으로 이전하기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 서명했다.

  일상 생활에서 웹 기술의 시각화 및 실시간 3D 조작과 관련하여 

점점 더 많은 3D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파일의 로딩 시간이나 

제한된 통신망의 대역폭으로 인

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3D의 해상도도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모델을 단순화하거나 

오브젝트를 다시 생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Techform을 위한 새로운 

혁신 및 차별화 도구가 개발되

었다. TTT가 주도한 기술 이전의 대상이 된 이 기술은 이전에는 액세스 

할 수 없었던 고급 3D 시각화를 달성하였다.

  IRIT의 STORM 팀이 개발한 이 새로운 단순화 방법은 3D 모델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다른 관점에서 객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3D 파일의 가중치를 크게 낮추면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파일을 압축할 때도 3D 오브젝트의 흥미로운 부분은 구성 중에 

최적의 사용을 위해 매우 우수한 해상도로 유지시키고, 단순화 된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 할 수도 있다. 복잡한 산업 모델의 경우, 국제 

영업 담당자 등은 태블릿에 구성된 3D 개체를 유동적으로 구성, 확인 

및 조작하여 시연해 보여줄 수도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필요한 요구에 최적화하기 위해 Techform은 

이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혁신을 이루었다고 

TTT는 판단하고 있다.

< 프로젝트 기술 시연 화면 >



- 82 -

4.4-3. 파트너십 사례 

 ① Inserm, Inserm Transfert 및 SATT Toulouse Tech Transfer 간에 

성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2017.11.23.기준)

 • 주관 SATT : SATT Toulouse Tech Transfer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의 성격

  - SATT Toulouse Tech Transfer(TTT) 

   

   TTT는 공공 연구를 기업으로 기술 이전하는 지역 운영자로, 2012 년 

1 월에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TTT의 설립자와 주주는 툴루즈 미디 피레네(Toulouse Midi- 

Pyrénées) 연방 대학교, CNRS 및 CDC(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이다. TTT는 공공 연구의 가장 유망한 결과에 투자하

여 성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혁신을 상업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목표는 비즈니스 혁신, 경쟁력 개발 및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다.

 - Inserm 

 

   l'Institut national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국립 

보건 연구원)은 1964년에 설립된 보건 전담 공공 연구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생물의학 연구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운영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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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을 이끌어내는 책임을 2008년에 부여 받았다.

- Inserm Transfert 

  2006년부터 공공서비스 부분을 위임받은 Inserm의 100% 자회사이다. 

발명의 선언에서부터 산업 파트너십까지, Inserm의 연구소에서 산업계

로의 기술이전을 전반적으로 관리함

  또한 유럽 및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정, 관리하고 임상 및 등록 후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소 또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을 관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 기술 성숙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명 과학을 전담하는 

종자 기금인 Inserm Transfert Initiative을 보유하고 있다.

- l’Université de Toulouse III Paul Sabatier 

 1229년 설립된 구 툴루즈 대학을 계승한 동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1969-70년에 의학, 약학, 과학 분야를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과학, 건강, 

스포츠, 공학 교육의 제공, 연구실의 다양성, 과학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주요 대학 중의 하나이다.

 

 • 프로젝트 주요 내용

  대학과 Inserm 간의 공동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성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Inserm의 대표 국장(DG)인 Yves Lévy 와 Inserm 

Transfert의 대표 Pascale Augé 및 SATT TTT 대표인 Pierre Dufresne는 

기관들 간에 공동 협력에 대한 큰 견해들을 밝히는 파트너십에 서명

하였다.

  SATT 설립 이래, 이런 합의는 처음이며, SATT의 주주가 아닌 

Inserm이 파트너십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처음이다. 3개의 기관이 공

동으로 보건 프로젝트에서 가치를 창조하려는 것이다.

  성숙단계에서 출자하기 위해, Inserm은 Inserm Transfer를 통해 

SATT TTT에게 복합적인 단위의 프로젝트 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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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건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들이 Inserm의 전략 영역으로 

들어가면 Inserm Transfert는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담당하게 된다. 관

련 위임장은 툴루즈 대학(상업화를 위해 TTT에 의지함)으로 양도될 

수 있다. 

  Inserm Transfert를 통한 Inserm과 SATT TTT는 특정 프로젝트에 순차적

이나 동시에 공동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합의는 몇 년 전에 

시작된 토론의 결과물로 도출된 것이다.

4.4-4. 스타트-업 사례

 ① PULSALYS는 스타트-업인 CARPACCIO.cloud를 설립하기 위해 투

자(2017.10.19.기준)

  • 주관 SATT : SATT Pulsalys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의 성격

 -  SATT Pulsalys 

  

  PULSALYS는 Lyon St-Etienne 지역의 SATT이다. 3개의 공공 출자자인 

Université de Lyon, CNRS,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는 1 

백만 유로를 출자하여 SAS로서 해당 SATT 설립하였고,  이후 10년간 

57 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SATT는 사회-경제계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공공 연구의 



- 85 -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프로그램(PIA)에 일환

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를 위해 University of Lyon 연구실의 우수하고 잠재력 높은 연구 

결과를 탐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SATT는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산업 이슈를 

통합하여 기술-경제 개발에 투자하는 활동을 한다.

  동 SATT는 기술 혁신에 관련된 스타트업의 탄생을 위한 촉진 대책을 

통합한 최초의 SATT 중 하나이다. ‘14 ~ ’16 년간 80건의 자금 지원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400 개의 발명을 탐지하고, 42 개의 스타트 업 

창업을 포함하는 50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3 건의 영업계약 

및 100 건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였다.

 

 - CARPACCIO.cloud

 

  CARPACCIO.cloud는 리용에 기반을 둔 SAS(Société par Action 

Simplifié)이다. SATT에서 성숙화 및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쳐, 해당 

회사는 현미경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특히 근육의 절단면을 해석하는 

온라인 서비스 컴퓨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지 분할로부터 빅데이터에 의한 딥 러닝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연구자들을 위해 내일의 도구를 만들기 위한 기술과 혁신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 프로젝트 주요 내용

  SATT인 PULSALYS는 CARPACCIO.cloud라는 스타트업과 영업 라이

센스 계약을 맺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CNRS 연구부장인 Brian Rudkin에 의해 개발된 발명에 기초하여 

시작된 이래, Rudy Marty가 창업하고 PULSALYS에서 인큐베이트된 

이 젊은 스타트업은 온라인으로 근육 조직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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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근 질환(유전, 자가면역, 대사성, 암 등)에 대한 필수적인 연구 

단계 중 하나는 근육의 황단면에 대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CARPACCIO.cloud는 온라인 상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한 

고품질의 근육 이미지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SaaS 모드에서 대화식 

온라인 도구인 솔루션 CARPACCIO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전문 기술자, 연구자들 보다 2000배 빠른 분석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에 근육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에 대한 연구 작업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Brian Rudkin은 현미경에 의한 근육 단면 이미지

에서 근육의 매개 변수의 수집 및 분석을 하는 첫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프로젝트에 확신을 가진 SATT는 특허 출원을 통해 자산을 확보

하고 프로그램 보호국(Agence de Protection des Programmes)으로

부터 소프트웨어 보호하기로 하는 결정을 얻었다.

  또한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최대 160,000 

유로를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촉감을 제공하는 가상 현실 프로젝트 (2017.06.13.기준)

 • 주관 SATT : SATT Nord 

 • 참여기관 :

  

 

 • 참여기관의 성격

 - SATT Nord

  

  SATT Nord의 목표는 공공 연구에서 비즈니스로 기술 및 지식을 이전

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출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Hauts-de-France 



- 87 -

및 Champagne- Ardenne의 연구 및 고등 교육 기관 실험실에서 발명을 

발견하고 평가한다.

  SATT Nord가 58 백만 유로의 투자 기금으로 지식 재산권 등을 통해 

이러한 발명을 보호 할 수 있다. 스타트 업 기업 설립을 통해 기술 

이전을 촉진하거나 기업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Go Touch VR

 

  2015년 12월 시작된 팀에 의해 2017년 2월 Go Touch VR의 정관이 

조인되었다.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에서 물체를 보지 않고도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비전이 실현되면 가상, 

증강 현실에서 이용자가 집중하는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R Touch는 가상, 증강현실의 객체와 상호 작용할 때 

실제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2017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7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성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 University of Lille

  경제 구조 조정의 강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Hauts-de-France 지역 

및 지역을 넘어서는 많은 협력 클러스터들에 기반하여 릴 대학의 

연구자들은 혁신적인 서비스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그룹, 기업 및 주요 연구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로 파트너십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혁신에서 기업 창출을 

일으키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 프로젝트 주요 내용

  SATT Nord와 University of Lille은 TouchPIN 기술의 사용 및 관련 

마케팅을 위하여 가상 현실 분야의 기업 Go Touch VR과 독점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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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를 체결하였다. L2EP 연구실의 Eric Vezzoli, Frédéric Giraud, 

Betty Lemaire-Semail과 Cristal 연구실의 Laurent Grisoni에 의해 개

발된 기술에 의해 가상 객체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혁신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킬 것으로 업계는 내다 보았다.

< 프로젝트 장치(좌) 및 시연 장면(우) >

  Go Touch VR은 하나 이상의 손가락에 맞는 작은 악세사리와 두뇌를 

속이는 가상 헬멧 등을 이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촉감을 제공한다. 응용 

예로 CAD(Computer Aided Design)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조작하거나 메뉴를 탐색하거나 하는 등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스타트 업에 관한 투자 자금 조달이 논의 중에 있다. 최근 Bpifrance에 

의해 프랑스 테크 지원금을 받았고 , LMI 이노베이션에서 8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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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프랑스 R&D 프로젝트의 7 가지 특징

 프랑스 R&D의 특성은 무엇인지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조직, 자금 등 인프라 동원의 근거: 미래 투자 프로그램 (PIA)

  프랑스 정부는 미래의 프랑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며 세계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La 

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을 2009년부터 시작하였다. 

  2017년 3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570 억 

유로에 이른다. 

  미래 전략 프로그램의 가치인 우수, 혁신,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요소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프로

젝트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선점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

하고 더 나아가 기술이전,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국내 실정에 맞는 주요 연구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SATT와 같은 기술이전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기술 이전을 위한 추진체, 조정체로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책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고,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

  정부 주도의 미래 전략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국가, 민간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PIA는 프랑스 R&D 프로

젝트 지원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기술 이전 모든 과정의 코디네이터: SATT

  프랑스 정부는 PIA 프로그램 실행의 일환으로, 기술이전 촉진을 위

한 법인을 설치하였다. 연구 상태에서부터 기술 이전, 매칭, 창업 등 

산업화 단계까지 지원하며, 이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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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T는 전국에 14개 사무소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 구성, 

투자 등도 참가하여 연구원, 기업가, 출자자 등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개발 주기에 따라 기술 이전을 목표로 삼아 책임감 있게 프로

젝트를 추진, 보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SATT의 존재가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에 대한 참가자 궁합: 국책 연구소, 대학, 기업, 공공 은행 

  SATT가 모집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참가자들의 조합에 일관성 

있는 특징이 보이는데,  1) 대형 국책 연구소 또는 특정 분야 전문 

공공 연구소의 참여, 2) 관련 분야 대학 교수, 학생들의 참여, 3) 예비 

창업인, 스타트-업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국책, 공공 연구소들은 그 전문성과 역사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점을 보이는데, 이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소프

트웨어적인 또는 하드웨어적인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공통 프로젝트에 

흘러들어 갈 수 있고, 관련 시설 인프라의 이용도 가능하므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 연구소의 

교수, 학생팀들은 이론적 배경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

므로 아이디어 컨셉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같은 아이디어, 연구 개발 결과를 상품, 서비스로 실현시킬 기업 등

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 은행인 Bpifrance의 펀드 조성 활동, 보증 활동 등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동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통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수는 복수가 아니므로, 기업간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중 특허 선점 다툼 등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조합은 아이디어부터 연구개발, 기술이전까지 자연스러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④ 혁신의 씨앗 찾기: 연구 결과에 대한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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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T가 프로젝트 기획을 설정하면서 유망한 기술 분야의 아이템 탐지를 

중요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사업 아이템 등이 탐지가 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시작될 

수 없으므로, 혁신을 위한 개방된 데이터 베이스 및 자유로운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연구소, 대학, 기업 내에는 외부에 비밀로 하기 

위한 정보들도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열람권을 갖는 자격은 프로

젝트 등에 따라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밀 엄수 등의 의무도 필요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 한해 자유롭게 연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연구개발 체계의 네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⑤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 혁신 활동의 거점 : 전국 14개소의 SATT

 SATT의 또다른 특징은 지역화에 있다. 14개의 SATT 들이 지역의 학계, 

산업계 등을 설립 회원으로 하여 설치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협력의 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이 다수의 SATT가 지역에서 자생하여 설립되어 SATT 간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 기반하여 자생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⑥ 연구개발, 기술이전의 목표 : 공공의 이익 

 프랑스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는 대기업군을 반드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중소, 중견 기업 위주로 그 지원책이 시행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프로젝트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프로젝트 선정이나 지원의 이유로 삼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중소, 중견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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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라면 그 지원에서 대기업을 한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대규모 기업이 

참가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다면 대기업 군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유연함도 보인다.

 단순히 중소, 중견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세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소, 중견 기원 지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대기업 군이 제한되는 경향은 있다.

   

⑦ 다양한 홍보 활동 : 수요자에게 맞는 푸시(Push) 홍보 등

 유망한 개발 아이템을 탐지하거나 선정하더라도 같이 참여할 프로젝트 

공동 수행자나 펀딩할 단체가 없다면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가 없다. 따라서, SATT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관심 있는 기업 등의 이목을 끌어야 할 것이다.

 SATT의 경우, 연구자들이나 기업들 같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기술이나 

관심 분야의 아이템이 등장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관련 연구인, 기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도 실시하는 등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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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우리나라 IP-R&D에 적용할 점: 7가지 

 앞에 살펴본 프랑스 연구개발의 7가지 특징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IP-R&D, 더 나아가 국가 R&D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 본다.

① 정부의 미래 전략에 스며들기 위한 IP-R&D 

 IP-R&D는 앞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R&D를 기획하고,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31)

으로 정의한 바 있으므로, 특허청이 IP에 관하여 실행 중인 지원 사업들은 

그 명칭에 개의치 않고, 모두 광의의 개념으로서 IP-R&D의 범주에 포함

하기로 한다.

 우리 정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여러모로 관심을 기울

이고 있고, 관련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 전략에 IP-R&D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

< 부처 매칭형 협력 사업32) >

31)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sta.re.kr/
32) 이흥권 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과학

기술평가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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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관련 기술을 사고 팔아, R&D 성과 

활용을 최대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2017.03.)을 수립하였다. 중간단계 기술을 획득하여 과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기술도입 기업 코칭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개별 특허기술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유망 제품별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이전함으로써 휴면

특허 활용을 촉진한다는 등의 정부의 정책33)에 기존의 IP-R&D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부처 매칭형 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특허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IP-R&D의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서 기술

이전 사업화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책 수립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개입

하고 협업함으로써, IP-R&D의 방법론을 정부 기조에 스며들도록 한다면 

IP-R&D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 IP-R&D 전 과정에 걸친 코디네이터를 위한 법인 설립 등

 IP-R&D에 대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여 중소기업, 창업자, 발명가, 금융권 등 다양한 수요자 층에게 제공

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전체에서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의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지원 정책까지 탐지하여 수요자 층에 제공해 준다면, 수요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용자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그 밖에 사항들은 코디네이터 법인에게 맡김으로서 

전문화,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코디네이터 법인의 설립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 유관 공공 기관인 발명진흥회 산하에 전국적으로 

24개(2017년)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오고 이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34)하고 

33)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관계부처합동, 2017.03.
34) https://www2.ripc.org/portal/introduce/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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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종합적인 IP-R&D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법인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있겠다.

 또는 유관 정부부처들과 협의하여 관련 기관, 관력 대학, 관련 연구소 

등이 모두 출자하고 관련 인원을 지원함으로써 부처 협동으로 지식재산 

분야를 포함하는 기술이전 코디네이터 법인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③ 프로젝트 참가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합

 연구개발의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예비창업, 중소기업 등)의 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협력 유형 중에서 산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학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등35)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참가

하는 기업가(창업가, 중소기업 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수로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한편, 국책 연구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프랑의 

경우 CNRS나 INSERM 등과 같이 연구 능력이 탁월한 기관들이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꼭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적 

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제공이 

용이한 국책 연구기관을 분야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출할 수 있고, 창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대학교 등의 참여도 필요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에 있어서, 특허청 자체 예산의 

확대 뿐만 아니라. 혁신을 준비하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조성하는 혁신펀드에 관한 '혁신모험펀드 

조성, 운영 계획' 등의 수립(2018.1.18.)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

35) 정도범 외. 중소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과 기업 성과 분석, 기술혁
신연구 20권 1호,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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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지원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IP-R&D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재부는 신규 벤처투자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므로, 

확대된 투자가 지식재산에 관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36)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구성원의 조합은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업 

1, 국책 연구소 1 이상, 대학교 1, 금융권 투자자 1 이상 등의 조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④ 다양한 연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열람권 설정

 지식재산화 과정을 포함하여 아이디어 착안,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과정에서, 대상 아이템 선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발

명가, 창업자, 기업 등 수요자가 먼저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유관 기관, 전문가 집단 또는 코디네이터 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열람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상태, 기술

개발단계 또는 사업화 단계 등에 있는 아이템을 지원한다면 IP-R&D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람권은 관련 연구기관, 다양한 협회 등과의 협약 체결이나 정부정책 

상에 반영시킴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2018.01.)에 참여하여,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다.37) 

⑤ 지역에 기반을 둔 코디네이터 법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IP-R&D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토착화 하는 IP-R&D 

추진 기관이 필요하다.

36)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동향 111호, KISTEP, 2018.01.26. 
37)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 

13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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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지역의 창구 역할을 하는 지점으로의 역할을 벗어나 IP-R&D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사무소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앞서 말한 코

디네이터 법인들이 프랑스의 지역별 SATT와 같이 지역별로 설립되어 

IP-R&D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면 이상적이라 하겠다. 

 특히, 지역의 R&D 싱크탱크를 육성하고 지역 수요맞춤형 R&D 사업을 

신설하며, 신기술테스트베드 등을 활성화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사회의 자생적 R&D 혁신 기반 마련 계획’38) 등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이에 맞추어 부처 협력을 통한 IP-R&D를 포함하는 지역 거점을 

마련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⑥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대규모의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규모 분야를 갖추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이오, 통신 

등의 분야의 경우 대규모 기업에 대한 IP-R&D 지원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다만, 지원을 통해 확보해야 할 목표가 꼭 필요한 공중보건 확보 

등과 같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이를 근거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공백, 필요기술 등장 알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활동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디어 착안,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각 단계 마다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공급자를 적절히 

연결해 줌으로써 IP-R&D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을 부처 특성에 맞게 특화

하여,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칸막이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39)에 맞추어, 해당 플랫폼에 수요자가 필요한 공백기술이나 

아이템을 설문이나 조건에 맞게 입력하고 나면, 해당 기술이 플랫폼 

상에 등장할 경우 수요자가 설정한 연락처(메일, 스마트폰 등)등으로 

38) 2018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2018.01.
39)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관계부처합동,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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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push) 알람하는 ‘공백, 필요 기술 등장 알람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 기술거래 정보망별 특징 및 특화 방향(안)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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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IP-R&D 전략은 특허청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하나이다. 국가와 민간 영역에서 모두 연구 개발과 기술 이전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화의 성공 여부는 그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성공적인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전략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쏟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막대한 연구 개발 지출에 비해 그 결과물인 특허가 

사장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그 결과가 좋은 

편은 아니였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과 그 실행 전략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착실히 미래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미 세번째의 프로그램에 접어 들었다.

 더구나 CNRS 등과 같은 역사가 깊고, 연구 실적이 훌륭한 국책기관의 

지원과 지역별로 설립된 SATT와 같은 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조정활동, 

아울러 공공 은행에 의한 원활한 자금 지원까지 각 구성요소가 짜임새 

있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동작하는 등 국가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IP-R&D 그 컨텐츠 자체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우수

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와 같은 컨텐츠 자체를 국가 전반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확산시키며 조화롭게, 연구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프랑스 연구개발 관련 특징을 7가지로 뽑아보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우리 사정에 맞는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더 고민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디 우리나라의 R&D 수준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기술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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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R&D의 결과물인 특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여 휴면특허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강하고 

우수한 쓰임새 있는 특허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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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 련 자  윤태섭 직 급 사무관

소    속  특허청 심사2국 통신네트워크심사팀

훈 련 국  프랑스 훈련기간 2017.07.23.~2018.01.19.

훈련기관  Lavoix (라브와) 훈련구분 단 기

훈련목적

활용 가능한 우수 특허를 창출하고 

휴면 특허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

재산에 기반한 R&D 전략을 연구

보고서매수 102 매

내용요약

제 1 장 :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증가해 왔으며, 

이에 호응하여 GDP에 대비하여 특허가 출원된 건 수는 

전세계 국가 중에서 1위를 달성하였고, 특허가 출원된 

건 수의 순위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지표가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는 36억달러(’15)에 

이르는 등 907억달러(‘14) 흑자를 기록한 미국과 159억

달러(’14) 흑자를 기록한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 선진국

들에 비해 특허출원 및 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활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우수 특허를 창출하고 휴면 특허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

재산에 기반한 국가 R&D 전략에 대해 새롭게 살펴본다.

제 2 장 : IP-R&D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

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R&D를 기획하고, 기업 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상당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하였으나, 선진국의 지식재산

을 활용한 견제활동과 저상장 기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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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그 

변화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IP-R&D 전략을 추

진하기 시작했다.

  

제 3 장 : 특허청의 IP-R&D를 추진하는 주관기관으로는 ‘한국 

특허전략개발원’과 ‘발명진흥회’를 들 수 있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기술조사 분석사업, 2. IP-R&D 전략 지원 사업,

  3.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4.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5.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6.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사업, 7. 여성발명사업화 지원 사업  

 

제 4 장 : 프랑스는 EU 회원국이며 유럽특허기구(EPO)의 

회원국이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지원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는 이미 세 번째 프로그램(‘16~)이 

진행 중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까지 누적 470억 유로가 

투자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1. 고등 교육, 훈련 및 연구, 2. 산업 

부분 현대화 및 중소기업 지원, 3. 에너지, 생태 전환, 4. 

디지털 경제 실현 등이 있다. 

  PIA의 수행기관으로는 유럽 최고 수준의 연구소인 국립

과학연구센터(CNRS), 프랑스 투자 공공은행(Bpifrance), 

14개의 지역별 기술이전 촉진 법인(SATT) 및 SATT들의 

협회가 있다. CNRS는 종합 연구센터로 수학, 물리학, 정보

통신기술 등을 포함한 모든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를 10개 

기관으로 나누어 전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Bpifrance는 프랑스의 투자를 위한 공공 은행이며, 프랑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SATT 네트워크(Le Réseau SATT)는 프랑스의 

학술적인 연구들을 산업계로 기술 이전하기 위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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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며 기술 이전을 보다 단순화하고 전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ATT 네트워크는 14개의 SATT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2014년에 창립되었다.

  CNRS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Bpifrance는 공공 정책 관점에서 자금 지원을 하며, 

SATT는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이들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기술 이전 사업화

까지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 사례, 

라이선스 사례, 파트너십 사례, 스타트-업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제 5 장 : 위와 같은 프랑스의 연구개발 지원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조직, 자금 등 인프라 동원의 근거: 미래 투자 프로그램

(PIA), 정부 주도의 미래 전략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국가, 민간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R&D 지원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첫 번째 특징

 ② 기술 이전 모든 과정의 코디네이터: 연구개발 주기에 

따라 기술 이전을 목표로 삼아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 보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SATT의 존재가 

두 번째 특징

 ③ 프로젝트에 대한 참가자 궁합: 아이디어부터 연구개발, 

기술 이전까지 자연스러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합(국책 연구소, 대학, 기업, 공공 은행)이 

세 번째 특징

 ④ 혁신의 씨앗 찾기: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 한해 자유롭게 

혁신의 씨앗인 연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연구개발 체계의 네 번째 특징

 ⑤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 혁신 거점: 지역에 기반하여 

자생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전국 14개소의 SATT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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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특징

 ⑥ 연구개발, 기술이전의 목표: 단순히 중소, 중견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세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지원 대상

을 결정하는 것이 여섯 번째 특징

 ⑦ 다양한 홍보 활동: SATT의 경우, 연구자들이나 기업들 

같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기술이나 관심 분야의 아이템

이 등장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그 정보를 알림하는 푸

시(push)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활동 홍보에 적극적인 

것이 일곱 번째 특징

제 6 장 : 위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IP-R&D에 

적용할 수 있는 점 7가지를 제시해 본다.

 ① 정부의 미래 전략에 스며들기 위한 IP-R&D 기반 마련

   :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서 

기술이전 사업화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책 수립을 모니

터링하고 적극 개입하고 협업함으로써, IP-R&D 방법론을 

정부 기조에 스며들도록 한다면 IP-R&D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IP-R&D 전 과정에 걸친 코디네이터를 위한 법인 설립 등

   : IP-R&D에 대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들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중소기업, 창업자, 발명가, 금융권 

등 다양한 수요자 층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전

체에서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지원 정책까지 탐지하여 수요자 층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설립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③ 프로젝트 참가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합

   :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업 1, 국책 연구소 1 이상, 

대학교 1, 금융권 투자자 1이상 등의 조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④ 다양한 연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열람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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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가, 창업자, 기업 등 수요자가 먼저 기술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유관 기관, 전문가 집단 또는 

코디네이터 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열람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상태, 기술개발단계 또는 

사업화 단계 등에 있는 아이템을 지원한다면 IP-R&D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⑤ 지역에 기반을 둔 코디네이터 법인 등

   : 단순히 지역의 창구 역할을 하는 지점으로의 역할을 

벗어나 IP-R&D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사무소나, 지역지식

재산센터 또는 앞서 말한 코디네이터 법인들이 프랑스

의 지역별 SATT와 같이 지역별로 설립되어 IP-R&D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면 이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⑥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 지원을 통해 확보해야 할 목표가 꼭 필요한 공중보건 

확보 등과 같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 지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⑦ 공백, 필요기술 등장 알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 수요자가 필요한 공백, 필요기술이나 아이템을 설문이나 

조건입력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기술이 기술거래 플랫폼 

상에 등장할 경우 수요자가 설정한 연락처(메일, 스마

트폰 등)로 푸시 알람하는 맞춤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IP-R&D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7 장 : 프랑스 연구개발 관련 특징을 7가지로 뽑아보았고, 

이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우리 사정에 맞는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R&D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R&D의 결과물인 특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이 요긴하게 쓰여 휴면특허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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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줄어들고 강하고 우수한 특허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