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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제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을 자세히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제약 기업에게 중요한 국제 경영 활동 중 하나는 해외에서 특허를 통한
혁신의 법적 보호이기에 본 연구는 한국 제약 기업들의 1985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제 특
허 활동을 특허 출원의 양적 추세, 출원 국가, 출원 특허의 기술 파급도로 나누고 기업 규모
에 따른 이들의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한국 제약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국제 특허 출원 수
를 늘리고 있는데 중소제약사들은 자원 제약으로 인해 2000년 이후부터 PCT 출원 특허들
중 선별한 것들만 국제 심사 신청을 하고 있다. 둘째, 2007년 이후 중소제약사들의 국제
특허 출원은 자원 부족과 해외 시장에 대한 부족한 지식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에 편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제약 기업들의 미국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약 중견·대기업들은 미국 특허의 양적 팽창에선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질적으론 아직 미
흡하며 중소제약사들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미국 특허 성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의 이해에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자
원과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한국 중소 제약기업들의 국제 특허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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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첨단 기술 산업인 한국 제약 산업은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다. 이 산업의
2015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전체 산업보다 높은 3.9%로써 한
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7a). 또한, 한국 제약 기
업들의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이들의 해외 시장 개척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7b). 이러한 국제화 성과는 한국 제약
기업들이 과거 복제 의약품의 자국 판매에 집중하던 것(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신약 후보 물질의
해외 라이센싱을 기초로 하는 국제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강은희 2010; 신유원
2016) 그 결과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등 여러 기업이 대규모 라이센싱 성과를 보였다(강
경훈 2017). 따라서 최근 한국 제약 산업의 견고한 국내·외 성장은 한국 제약 기업들이
신약 후보 물질 기반의 국제화 활로를 찾아 국제화와 성장 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한국의 주력 시장 중 하나인 국제 반도체 시장(약 400조 원)보다
거대한 국제 제약 시장의 규모(약 1,200조 원)를 고려할 때(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7b)
한국 제약 기업들의 국제 경영 활동을 자세히 파악하여 이들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 기술 기업에게 중요한 국제 경영 활동은 해외에서 혁신의 법적 보호이다
(Fernández-Ribas 2010). 지식은 쉽게 모방할 수 있기에(Stiglitz 1999)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혁신은 해외 경쟁 기업들에 의한 모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에 기초한 국제화를 추구하는 한국 제약 기업은 해외 기업들이 자사의 혁신을 모방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지식 재산권을 진출 국가에서 확보해야 한다. 의약 물질 모방
은 화학 분석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모방 의약품의 생산 비용이 상당히 낮으므
로(Harvard Health Publishing 2016; Scherer 2002) 제약 산업에선 기술 지식의 공
개 대가로 배타적 법적 권리를 해당 지식에 부여하는 특허가 주요 지식 재산권 확보 방
안이다(Cohen et al. 2000). 이는 한국 제약 기업들의 국제화를 이들의 국제 특허 활동
이 뒷받침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제약 기업들의 규모에 따른 국제 특허 활동 차이를 분석하여 이들 기
업의 국제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과거 한국 제약 산업은 중견·대
기업이 축적된 기술 지식과 자원을 이용하여 국제화에 나서고 중소기업은 모방 의약품
을 기초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조경진 2015). 그
러나 최근 한국 중소제약사들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 및
합병을 시도하는 등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다(송영두 2016; 이지성 2017). 이는 중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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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국제 특허 활동도 활발히 할 것을 의미하는데 한 가지 의문은 이들의 국제 특
허 활동이 중견·대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이다. 국제 특허 활
동에는 상당한 비용과 지식이 필요하기에(Archibugi 1992; Arundel and Kabla
1998) 자원과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는 중견·대기업과는 다른 양상
의 국제 특허 활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제약 기업들의 규모와 이들의
국제 특허 출원 추세, 출원 국가, 그리고 특허들의 기술 파급도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제약 기업들의 국제 특허 활동의 여러 양상을 기업 규모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연구들에 공헌한다. 첫째, 개별 한국 제약 기업의 역량
분석은 과거에 이루어졌으나(예, 한형호 2015)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는 미진하였
다. 국제 특허와 같은 국제 지식 재산권은 기업 국제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에(정재
환·이봉수 2012) 본 연구는 한국 제약 기업들의 국제화 관련 역량에 관한 이해를 제공
한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국제 특허 활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기업 수준에서의 국
제 특허 활동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Fernández- Ribas
2010; Huang and Jacob 2014).

Ⅱ. 국제 특허 제도와 선행 연구 검토
1. 국제 특허 제도
국제 특허 출원은 보통 동일 특허를 자국과 해외 국가들에 출원한 후 자국 특허의 출
원일을 기준으로 국제 출원 특허들의 권리 기간이 정해지는 특허 패밀리 형식을 따른다
(Martínez 2011). 과거에는 주로 파리 협약 하에서 출원인이 기술 지식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였다(WIPO 2017a). 하지만 이 출원 방
법엔 여러 문제가 있다(Cartiglia 1994). 먼저,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심
사를 거치는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둘째, 파리 협약에 기초한 국제 특허
출원은 자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기간에 기술 환경이나 소비자
선호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어 국제 특허 출원에 자원만 소모하고 특허 등록이나
상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리 협약에 기초한 국제 특허 출원에 드는 큰 비용과 출원 결과의 불확실성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제도가 생겼다(Allred and
Park 2007). PCT 출원이란 출원인이 특허의 본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서
를 제출하고 본국 출원 후 30개월 이내에 원하는 PCT 체결 국가들에 번역문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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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출하면 해당 특허가 일괄적으로 특허 심사 과정에 진입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WIPO, 2017a). PCT 출원은 이전 국제 특허 출원 방법과 비교했을 때 출원 기업에게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Harhoff and Wagner 2009). 예를 들어, PCT 출원을 통해 기
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국가에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출원 기업은
PCT 출원 후 국제 심사 시작 기한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특허 등
록 가능성과 출원 국가의 시장성을 조사한 후 실제 심사 이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
요한 비용 및 출원 결과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1)
편리해진 국제 특허 출원 덕분에 특허의 국제 출원은 급증하고 있다(Allred and
Park 2007; Chan 2010; Maurseth and Svensson 2014).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
했을 때 출원인이 본국 이외의 국가에 출원하는 특허 수는 199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157% 증가했다(WIPO 2017b). 한국 출원인들의 PCT 출원 역시 2010년 대비
2014년에 약 37% 증가했으며 PCT 출원 특허 수 기준으로 한국은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된다(김행미·안병민 2016).

2. 선행 연구 검토
Penrose(1951)가 초창기 국제 특허 체계를 분석한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국제 특허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크게 세 가지 연구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구들은 특허마다 가치 차이가 있으며 국제 특허 출원은 복잡한 기업 의사 결정이기에
(Fernández-Ribas, 2010) 가치 있는 특허가 국제 출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Chan 2010; Maurseth and Svensson 2014). 두 번째 연구들은 국가 제도 혹은 산업
환경에 따른 외국 출원인들이 해당 국가 혹은 산업에 특허 출원하는 행태의 변화에 초점
을 맞춘다(Allred and Park 2007; Archontakis and Varsakelis 2017; Huang and
Jacob 2014; Yang ad Kuo 2008). 마지막으로 국가 간 특허 출원에 따른 지식의 확산
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Eaton and Kortum 1999; Hafner 2008; Hafner 2014). 국
가 간 지식 확산은 국가 발전에 중요하므로 관련 연구들은 국가 간 특허 출원과 국가
성장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각 연구 방향의 주요 연구들을 요약한
것이 <표 1>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러 분석 수준에서 국제 특허 활동이 연구되었지만, 기업 차원에서의 연구가
미진하다(Fernández-Ribas 2010; Huang and Jacob 2014).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산업 간 혁신과 특허 활동의 차이를 고려할 때
1)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의 ‘PCT 국제출원제도 개요’ 웹페이지 참고：http://www.kipo.go.kr/
kpo/user.tdf?a=user.pct.info.Board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8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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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 특허 활동 관련 주요 연구
연구 방향

국제 출원
특허 특성

국가 제도
혹은 산업
환경에 따른
차이

지식 확산과
국가 발전

관련 연구

주요 내용

Chan(2010)

계량경제 모형에서 특허 간 가치 차이가 국제
출원 가능성 설명

Maurseth and
Svensson(2014)

특허 가치 지표들이 특허의 국제 출원 가능성
에 정의 영향

Allred and Park(2007)

국가 특허 제도의 견고함(patent rights
strength)이 해당 국가에 출원되는 외국인의 특
허 수에 영향

Archontakis and
Varsakelis(2017)

OECD 국가들의 국제 특허 출원은 모방 위험
과 해당 국가의 수출에 영향 받음

Huang and Jacob(2014)

해외 출원인들이 중국에 제조업 관련 특허를
출원하게 하는 산업 차원의 요인들 규명

Yang and Kuo(2008)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30개 회원국의 국제 특
허 출원은 출원 대상 국가의 특허 제도의 견고
함과 무역 관련 변인들에 영향 받음

Eaton and Kortum(1999)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 국가 간 지식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Hafner(2008)

18개 OECD 국가 간의 국제 특허 출원 행태가
각 국가의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Hafner(2014)

몇몇 EU 국가의 노동 생산성은 국제 특허 출
원으로 대표되는 지식 확산에 의해 영향 받음

(Audia and Goncalo 2007; Coad and Rao 2008) 개별 산업 내 기업들의 국제 특허
활동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산업의 국제 특허 활동을 조망하는
연구는 드물다. 둘째, 국제 특허 활동과 관련된 기업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관련
연구들이 드물게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들은 기업 요인과 국제 특허 활동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정한 후 산업 수준에서 분석(Huang and Jacob 2014)하거나 국제 출원
특허의 특성들과 기업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Fernández-Ribas 2010). 따라서 선
행 연구들은 국제 특허 활동과 관련된 기업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로 송재용(2006)과 문희진(2017)이 있다.
송재용(2006)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특허 출원의 선행 요인으로 기업 집단의 연구·개발
관련 요소들을 제시했지만, 미국 출원 특허만 분석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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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기업들의 국제 출원 특허의 특성들과 규모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
또한, 한국 기업의 국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국제 특허 활동에 대한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 지식 재산권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설립 등 기업 국제화 시에도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기에(정재환·이봉수 2012) 한국 기업
들의 국제 특허 활동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국제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국제 특허 활동에 대한 종단적 연구로는 특허청
의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과 김행미와 안병민의 연구(2016)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국가 간 혹은 산업 간 국제 특허 활동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한국 기업들
의 국제 특허 활동에 관한 종단적 이해를 돕는 데엔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을 기업 요인에 따라 종단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기업 혁신과 국제화에 있어 기업 규모의 영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고려하여(Ahuja et al. 2008; Damanpour 1992;
Knight and Cavusgil 1996; Oviatt and McDougall 1994) 한국 제약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국제 특허 활동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Ⅲ. 한국 제약 기업 현황 및 국제 특허 활동
1. 표본 및 자료
본 연구의 표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먼저, 1985년과 2016년 사
이에 KOSPI나 KOSDAQ에 상장되었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업들을 한국
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에서 확보하였다. 이후 확보한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참고
하여 약사법 제2조4호의 의약품 정의2)에서 사람의 질병에 적용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만 남겼다. 예를 들어, 동물용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외하였다. 혁
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비상장 제약 기업들도 표본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
한 혁신형 제약기업들3) 중 외감기업 7개를 제약 기업 목록에 포함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117개 제약 기업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2)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2012년에 41개, 2014년에 추가로 5개, 그리고 2015년에 36개 기업이 선정됨. 동일 기업 매회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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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 제약 기업 중 다음 사항들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하였다. 먼저, PCT 출원
의 경우 특허의 자국 출원부터 해외 심사 돌입까지 최대 30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기업
의 모든 국제 특허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을 마지막 분석 시점으로 설정했다.
기업 설립 직후 국제 특허 출원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여 2012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 두 개를 제외하였다. 둘째, 1985년 이전 출원 특허들 중 일부는 정보를 온전히 확
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985년을 분석 시작 시점으로 설정하였는데 분석 기간 동안
한국 출원 특허가 없는 한 기업을 제외하였다. 셋째, 인간 질병 관련 의약품과 연관된
특허를 하나도 출원하지 않은 두 기업을 제외하였다. 특허의 기술 분야를 나타내는 국제
특허 분류 코드는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순의 계층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특허가 해당하는 기술 분야를 도출할 때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를 흔히 이용하
는데(예, Leydesdorff et al. 2014; McNamee 2013) 본 연구는 서브클래스를 활용하
였다.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2016년 이전에 등록된 953개 국내 의약
품 특허의 국제 특허 분류 코드의 27개 서브클래스를 인간 질병 관련 의약품 기술 분야
로 정의하였다.4) 마지막으로 재무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한 기업을 제외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표본 제약 기업 수는 111개이다.
표본 기업들의 특허 정보는 WIPS에서 확보하였다. 결측 정보는 특허청의 KIPRIS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보충하였다. 설립 연도와 같은 기업 기본 정보와 재무자료는 기업
사업보고서와 TS2000에서 확보하였다. 미국 특허 자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 사이
트와 구글 특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 한국 제약 기업 현황
<표 2>는 표본 제약 기업들의 특성 평균을 기업 규모에 따라 보여준다.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 사업보고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기준을
이용하였다. 2003년 이후의 기업 사업보고서에는 기업의 법적 중소기업 여부가 적시되
어 있다. 본 연구는 표본 기업들의 2003년 이후 매년 사업보고서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전 사업보고서에선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
렵고 외감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활용할 수 없다. 이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업종별 규모기준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였다. 위 방법들을 이용할
4) A01K, A01N, A23L, A61F, A61K, A61L, A61M, A61N, A61P, A61Q, B82B, B82Y,
C01F, C07C, C07D, C07F, C07H, C07J, C07K, C08B, C08F, C11D, C12N, C12P,
C12Q, G01N, G02B.

- 75 -

｢경영사연구｣ 제33집 제1호(통권 85호)

2018. 2. 28, pp. 69~94.

경우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표 2>에서 국내 허가 신약 수를
제외한 특성들은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 시기인 2013년의 것들이 제시된다. 단, 2013
년 이전에 사멸 혹은 합병된 기업들의 경우 해당 사건 발생 이전 연도의 특성들이 제시
된다.
<표 2> 표본 제약 기업들의 규모별 특성
특성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기업 수(혁신형 기업 수)

59(13)

52(31)

총매출액(억원)

360

2,450

나이

27.2

42.8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

1.5

0.2

보유 등록 특허 수

6.4

18.1

출원 특허의 기술 다각화

0.55

0.56

국내 허가 신약 수

5

53

주：국내 허가 신약 수는 2015년까지 한국에서 허가받은 합성신약 및 개량신약을 합산한 것으로
다음 자료들 활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5, 2016), ｢의약품 허가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
청(2011), ｢개량신약 허가사례 보고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표본 중소기업들의 나이는 중견·대기업에 비해 확연히 적
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다고 보기 힘들다. 즉, 한국 중소제
약사들은 설립 후 오랫동안 성장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저
성장의 원인은 한국 중소제약사들이 여전히 모방 약품에 주력하고 있기에 크게 성장할
만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기업 자원을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약한
성과 때문에 성장이 더디게 된 것일 수 있다. 신약 연구·개발에서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신약 후보 물질 발견 후 이 물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긴 임상 시험 단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의 보유도 중요하다(약업신문 2013a; 2013b). 스위스 제약기업 로슈에 의
하면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의약품 완성까진 평균 12년의 기간과 1조 원에 달하
는 비용이 들기에(안경진 2016) 자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한국 제약 중소기업들은 모방
의약품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윤강재 외 2012). <표 2>의 중소기업들의 적은 특허 수
와 신약 수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2>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5)가 상당히 높은데 이는 소수의 제약 중소기업들이 자원의 상당량을 연구·
5) 연구·개발 비용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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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본 제약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모방 의약
품을 위시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으
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2>에서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의 출원 특허의 기술 다각화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6) 본 연구의 표본에는 SK케미칼과 같이 제약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사업을 활발히 하는 기업들이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표
2>의 기술 다각화 지수는 그 외 중견·대기업들의 사업이 집중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국제 특허 출원의 양적 추세
<그림 1>은 표본 제약 기업들의 국제 특허 출원의 양적 추세를 보여준다. 특허 패밀리
에 포함된 국내 출원 특허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한국 제약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 특허 출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이전엔
특허 패밀리 소속 국내 특허가 거의 없어 이 시기엔 표본 제약 기업들의 국제 특허 활동
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선 1990년 이전은 제외하였다.
<그림 1> 표본 제약 기업들의 국제 특허 출원 추세

6) 국제 특허 분류 코드를 바탕으로 한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기술 다각화를 측정하였다(QuintanaGarcía and Benavides-Velasco 2008). 단, 기술적으로 비슷한 국제 특허 분류 코드들을 35
개 분야로 재분류한 후 기술 다각화를 측정하였다(Schmo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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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2001년부터 특허 패밀리 소속 국내 특허 수와 실제 국제 출원된 국내
특허 수에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 차이는 한국 제약 기업이 해외 국가에 수수료와
특허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PCT 출원 특허가 국제 심사에 돌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원인은 PCT 출원 특허의 해외 심사
를 최대 30개월까지 연기하면서 특허와 관련된 기술 불확실성이나 소비자 요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2001년부터 특허 패밀리 소속 특허 수와 실제 국제 출원된 특허 수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제약 기업들이 이때부터 PCT 출원의 이점을 활용해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국제 특허 심사를 연기하거나(Harhoff and Wagner 2009)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제약 기업들의 PCT 출원 특허의 국제 심사 미진행은 실물 옵션(real options)
관점(Bowman and Hurry 1993; Trigeorgis and Reuer 2017)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실물 옵션이란 전략적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이익 창출 가능성(upside
potential)과 손실 발생 가능성(downside risk) 추산이 힘들 경우 해당 행위에 소규모
투자만 하고 불확실성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의사결정자는 전략적 행위의 이익 창출 가능성과 손실 발생 가능
성을 비교하여 전자가 훨씬 클 경우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이익 창출에 나설 수 있다.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면 의사결정자는 해당 옵션을 포기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은 초기 투자뿐이다. 한국 제약 기업들은 2001
년부터 PCT 출원 후 특허를 등록하고자 했던 국가의 소비자 수요 변화, 기술 경쟁 양상,
국가 정책 변화 등을 관찰하여 특허 등록과 상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특허는
국제 심사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초기 PCT 출원 관련
비용을 포기하는 특허 전략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제약 기업들이 PCT 출원의 실물 옵션적 특성을 2001년부터 활용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이 PCT 조약 체결을 저 시기에
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84년에 PCT 조약에 가입했기에 PCT 조약 가입
시기는 중요치 않다. 둘째,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자원 제약이 지속했고 이에 취약한
중소제약사들이 특허 등록과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지식만 선별하여 국제 출원하
기 위해 PCT 출원의 실물 옵션적 특성을 이용하고자 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누적
결과가 200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
가에 진출하면서 해당 국가의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 현지 기업들의 반응 그리고 국가
제도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한국 제약 기업들의 국제 특허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와 새로운 국가로의 진출이 2001년 국제 특허 전략 변화에 미치는 영
- 78 -

문희진·정재은·정소원·최순규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 고찰：기업 규모별 비교를 중심으로

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은 진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것이기에 특허 출원 국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림 2>는 2001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표본 제약 기업들이 가
장 많이 특허 출원한 상위 5개 국가에 출원된 특허 수의 추세를 보여준다. 여기서 특허
출원 국가로 인도가 급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경제 침체 가운데 고성장하고 있는
인도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로 급부상했는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그림 2>에서 인도에 출원되는 한국 제약 특허 수가 급증하는 것은 2004년부터이다.
인도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합의’에 따라 2005년에 특허법을 강화하여
2005년 이후 복제약 개발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이로 인한 인도 내 모방 의약품의 공백
기를 해외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한국 제약 기
업들도 이에 편승하여 2004년부터 인도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했다는 것을 <그림 2>가
암시한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작된 인도 출원 특허 수의 상승세로부터 한국 제약 기
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로 인해 이들의 2001년 국제 특허 전략 변화가 생겼음을 도출하
긴 어렵다.
<그림 2> 표본 제약 기업들이 특허 출원하는 국가

<그림 2>에서 모든 시기에 걸쳐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국제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되
는 이른바 삼극(triadic)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삼극 특허 출원 수가 4위(이종성 2016)이기 때문에 삼극 특허 수가 많은 것
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제약 기업들이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면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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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때문에 이들의 국제 특허 전략이 2001년부터 변화했다고 보긴 힘들다.
기업 규모가 실제 특허 국제 출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가 특허 패밀리 소속 특허 수 대비 실제 국제 출원된
특허 수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 규모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한
다. 분석 모델은 고정 효과 패널 모델이며 기술 다각화,7) 기업 나이, 출원 연도를 통제하
였다. 분석은 출원 연도 기준으로 2001년 이전과 2001년을 포함한 이후의 기간으로 나
누어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기업 규모가 실제 국제 출원된 특허 비중에 미치는 영향
출원 연도 < 2001

출원 연도 >= 2001

중소기업 여부

-0.033
(0.104)

-0.099*
(0.049)

기술 다각화

0.362*
(0.170)

0.113
(0.114)

기업 나이

0.014
(0.016)

0.004
(0.008)

상수

-0.176
(0.679)

0.302
(0.307)

출원 연도 이분 변수

포함됨

주：1) †: p < 0.1; *：p < 0.05; **：p < 0.01.
2) 괄호 안은 강건한(robust) 표준 오차.

2001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여부가 실제 국제 출원된 특허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 시기엔 중소기업의 자원 제약이 특허의 실제 국제 출원 결정에
있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1년을 포함한 이후 시기엔 중소기
업일 경우 실제 국제 출원되는 특허의 비중이 작아진다. 이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계속된 자원 제약으로 인해 2001년부터 제약 중소기업들은 PCT 출원 특허들에서 선별
한 특허들만 국제 심사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국제 특허 전략을 수정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표 3>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부의 효과는 1997년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들의
자원 제약 때문이 아니라 1997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이 진출 국가를 확정하지 않아
PCT 출원 특허의 국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생긴 것일 수 있다. 기업 나이의 효과가
7) 5년 기준으로 누적된 의약품 관련 국내 출원 특허들의 기술 다각화를 측정하였다. 변수 측정에
국제 특허 분류 코드의 서브클래스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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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자세한 검증을 위해 추가 분석을 하였다. 1997년 이전
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는 변수와 중소기업 여부 변수 간의 상
호작용이 실제 국제 출원된 특허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random effects) 패
널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 변수는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β = 0.232; p < 0.1). 이 결과는 1997년 이후 설립된 제약 신생기업들은 <표
3>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부의 효과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한국 제약 기업들은 1990년부터 국제 특허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
고 제약 중소기업들은 자원 제약 때문에 국제 특허 제도가 가지는 실물 옵션적 이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국제 특허 전략을 수립했다. 다음 절에서는 기업 규모별 국제 특허
활동의 변화를 실제 국제 출원되는 특허 비중과 출원 국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4. 기업 규모별 국제 특허 활동 변화
국내 출원 특허 대비 실제 국제 출원 특허의 비중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3>에서 제약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부터 제약 중견·대기업은 1997년부터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다. 중견·대기업의 국제 출원 특허가 급증하는 시기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장
활발한 국제 특허 출원을 하는 중견·대기업은 한미약품, 종근당, 동화약품 등 화학 공정
기반의 오래된 제약 기업들이다. 즉, 이들 기업은 오래전부터 기술 역량을 구축해왔으며
1997년부터 기술 혁신에 기초한 국제화에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동화
약품은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CEO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소
의 설립 및 운영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등 기술 역량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형호 2015).
2007년 이후 활발한 국제 특허 출원을 한 제약 중소기업은 바이오니아(1992년 설
립), 알바이오(2006년부터 제약 사업), 나이벡(2004년 설립) 등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다. 이들의 국제 특허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가 중견·대기업들보다 늦어진 이유는 자원과
해외 시장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고 국내 기반을 닦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Johanson and Vahlne 1977; Petersen et al. 2008). 이
들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설립되거나 바이오 기술 기반의 제약 사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국제화 관련 특허 활동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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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본 제약 기업 규모별 실제 국제 출원된 특허 비중

<표 4> 표본 제약 기업들의 특허 출원 국가 비중
출원 국가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미국

0.175

0.123

일본

0.147

0.115

유럽연합

0.149

0.112

중국

0.134

0.110

오스트레일리아

0.071

0.073

<표 4>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표본 기업들의 출원 특허 수 기준으로 상위 5개
국가에 출원된 특허 비중을 나타낸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고르며 모두 합쳐도 50% 미만이다. 이는 한국 제약 중견·대기업들은 삼
극 국가들과 중국 외의 국가들에서도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을 암시한다. 반면
제약 중소기업들은 삼극 국가들과 중국에 편중된 국제 특허 활동을 보인다. 이들 중소기
업의 집중화된 국제 특허 출원은 이들의 자원 제약과 해외 시장에 대한 부족한 지식 때
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Fernández-Ribas 2010). 먼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견·
대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특허 출원부터 상품 출시에 이르기까지의 전 사업 과정을 영위
할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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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위험(risk)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원 때문에 사업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
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한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진출했기에 정
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삼국 국가들과 중국 외의 국가엔 진출하기엔 힘들 것이
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특허권과 같은
여러 제도가 급변하고 있기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Choudhury and Khanna
2014) 타 기업들로부터 인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파되긴 힘들 것이다.
여기까지 한국 제약기업들의 국제 특허 출원 추세와 출원 국가 비중을 중소기업과 중
견·대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선 한국 제약기업들이 출원하는 국제 특허
들의 기술 파급도(technological impact)를 검토할 것이다.

5. 한국 제약 기업들의 기술 파급도
특허의 신규성(novelty)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선행 특허들을 인용해야 한다. 지식 대부분은 선행 지식에 기초하여 창출되기에(Zucker
et al. 2002) 후속 지식 창출에 있어 어떠한 관심도 받지 않은 지식의 가치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Fleming et al. 2007; Podolney and Stuart 1995). 이에 연구자들
은 특허가 후속 특허로부터 받는 인용(forward citations)이 많을수록 해당 특허는 많
은 특허 창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기술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이 산업 내에서
인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Fleming et al. 2007; Gittelman and Kogut 2003; Jaffe
et al. 1993). 많은 인용을 받은 특허들이 후속 특허 개발에 미친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이들 특허의 기술 파급도가 높다고 표현한다(Audia and Goncalo 2007;
Kaplan and Vakili 2015; Kotha et al. 2011).
본 연구에서 국제 출원 특허의 기술 파급도는 미국 등록 특허들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대부분의 표본 특허 패밀리엔 미국 출원 특허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화학
기반 제품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이 심하기에(Ahuja and Katila 2004) 미국 제약 특허
의 기술 파급도는 해당 특허가 속한 특허 패밀리에 내포된 지식의 기술적 가치를 보수적
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따라 미국 등록 특허들이 5년
동안 받은 인용들을 누적 합산하여 기술 파급도를 측정하였다(Kaplan and Vakili
2015; Kotha et al. 2011). 예를 들어, 2004년 한국 제약 기업의 기술 파급도는
2000~2004년에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이용하며 2000년에 등록된 특허는 2000~2004
년 동안, 2002년에 등록된 특허는 2002~2004년 동안 받은 인용 수를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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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표본 제약 기업들의 미국 등록 특허 수 및 기술 파급도

<그림 4>는 표본 제약 기업들의 누적 미국 등록 특허 수와 평균 기술 파급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연도는 특허의 등록 연도이다. <그림 4>는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첫째, 평균 기술 파급도와 누적 미국 등록 특허 수는 오랜 기간 동안 증가했지만 평균
기술 파급도의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5년 동안 받은 인용 수가 기술 파급도
이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부터 기술 파급도는 급등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 파급도의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부터이다. 이는 2000년을 기점으로 미국 등록
특허들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이전 특허들의 기술적 중요성은 상당히
낮았음을 암시한다. 둘째, 평균 기술 파급도는 200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하락세에는 2004년부터 시작된 미국 등록 특허 수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5>는 기업 규모별 누적 미국 등록 특허 수와 평균 기술 파급도를 나타낸다. 제
약 중소기업들의 미국 등록 특허 수와 기술 파급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약
중견·대기업들의 경우 미국 등록 특허 수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지만 기술
파급도는 급증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미국 특허가 일정 수준의 기술적 가치
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들 기업의 미국 등록 특
허 수가 급증하지만 기술 파급도는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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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표본 제약 기업 규모별 미국 등록 특허 수(좌)와 기술 파급도(우)

한국 제약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 기술 파급도 추세 차이의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규모별로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술 분야의 차이이다. 제약 중견·대
기업들은 신생 기술 분야에 특허 출원하고 있는데 신생 기술 분야는 제품 개발로 이어질
만큼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Jiang et al. 2010) 해당 분야에 출원된 이들 기업의 특허의
기술적 가치가 산업 내에 충분히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파급도가 낮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기업 규모별로 표본 기업들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한 상위 5개
미국 특허 분류 코드를 살펴보면 클래스 435와 546 외엔 특허 비중에 있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추구하는 기술 분야의 차이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에 기술 파급도 차이가 생긴다고 보긴 힘들다.
<표 5> 표본 기업들의 기술 분야별 미국 등록 특허 비중
미국 특허 분류 코드(클래스)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424 & 514: Drug, bio-affecting and body treating compositions

47.4

50.5

435: Chemistry: Molecular biology and microbiology

15.0

4.5

546: Six-membered ring with one hetero nitrogen

3.9

11.0

544: Six-membered ring with more than one hetero nitrogen

6.5

5.8

536: Carbohydrates

6.5

5.5

다른 원인으로 제약 중견·대기업들이 기술적 중요도가 낮은 특허를 만들기 시작한 것
을 들 수 있다. <그림 5>에서 표본 중견·대기업들의 2008년 이후 급상승하는 미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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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와 급락하는 기술 파급도는 이들이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특허 확보에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제약 중소기업들의 완만한 상승세의 미국 등록 특허 수와 기술 파급도
는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중견·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표 2>의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에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총매출액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제약 중소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국제 특허 활동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5>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표본 중소제약사들의 미국 등록 특허
수와 기술 파급도는 이들 기업이 제한된 자원에 기초한 연구·개발과 국제 특허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Ⅳ. 연구 검토와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제약 기업들의 국제 경영 활동을 자세
히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1985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제 특허 출원의 양적 추세, 출원
국가, 그리고 출원 특허들의 기술 파급도와 기업 규모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들은 이론과 실무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제약 중소기업들은 자원 제약으로 인해 PCT 출원 특허들 중 특허 등록과
상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국제 심사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국제 특허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한정된 자원을 지닌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특허 가치의 극대화 측면에서 보면 항상 효과적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중소 제약기업들
의 선별된 특허의 국제 심사 신청은 여러 국가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일부 기술 지식의 재산권을 자원 한계 때문에 국내에 국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항체의약품 중소기업인 알테오젠이 밝혔듯이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 자사
“기술의 독창성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제
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기에(이권구 2017) 중소 제약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주요 기술 지식을 여러 국가에서 특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술 지식을 보유한 중소 제약기
업의 국제 특허 출원을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정부에
서 시행 중인 자원과 특허 관련 지식이 부족한 중소 제약기업을 위한 특허 컨설팅 지원
사업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송연주 2017).
둘째, 2007년 이후 한국 중소제약사들은 국제 특허 출원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자원
과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신흥 시장에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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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약 기업의 국제화에 있어 해외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한미약품은 자사의 에소메졸을 미국
에 출시하기 위해 미국 특허 제도, 원천 의약품인 넥시움의 특허 상황, 특허 소송 관련
정보 등 다양한 특허 정보를 수집하였다(약업신문 2013b). 그러나 중소 제약사들이 광
범위한 특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 전략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는 식품의약처의 ‘의약품 특허 인포매틱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신흥 경제국들을 포함
한 주요 국가들의 원천 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각 나라의 기술 경쟁에 대한 정보는
중소 제약기업들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신흥 경제국들의 특허 제도, 소비
시장 변화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약 중견·대기업들은 미국 특허의 양
적 팽창에선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중요한 특허 창출에선 미진한 부분을
보인다. 반면, 제약 중소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미국 특허 성과를 보이며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한국 중소제
약사들은 국내에서 모방 의약품의 독점권을 노리고 있지만, 대형제약사들 중 JW중외제
약을 제외한 대부분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원천 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전략을 실행하
고 있다(이순호 2017).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경향이 국제 특허 출원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제약사들이 글로벌 원천 의약품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
을 발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국제 출원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과
기술 역량의 미흡함으로 인해 특허에 내재한 기술적 가치 역시 담보하기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가치가 불확실한 특허를 계속 생산하면 특허 개발에 투입된
자원을 회수하기 어려워 차후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제약 중견·대기업들은
자신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기술 분야가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
로 유망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특허 연구에 공헌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규모가 출원 특허의
국제 심사 신청, 출원 국가, 기술 파급도 등 기업의 다양한 국제 특허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들은 기업 규모에 따른 국제 출원 특허의 특성 차이에만 초
점을 맞추었기에(문희진 2017; Fernández-Ribas 2010) 본 연구와 같이 기업 규모로
대변되는 운용 가능한 자원이나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이 국제 출원되는 특허의 특성뿐
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 특허 심사 신청과 출원 국가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론적 공헌점으로는 실물 옵션 이론이 기업의 국제 특허 활
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에 있다. 국가나 산업
차원에서의 국제 특허 활동 연구들이 기업 수준의 연구에 자원기반 관점과 같은 경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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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예, Huang and Jacob 2014)외엔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
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다. 본 연구는 PCT 출원 특허의 실제 국제 심사 결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 실물 옵션 이론이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
가 실물 옵션 이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기업 규모 외 다른 기업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들은 기업의 사업 경험이 국제화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 나이를
기업 국제화의 주요 선행 변수로 제시한다(예, Autio et al. 2000). 이는 한국 제약 기업
의 국제 특허 활동이 기업 나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향후에는 기업 나이
와 같은 다양한 조직 요인들과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과의 연관성을 종단적으
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제약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다른 국제 특허 심사 결정, 출원 국가,
국제 특허의 기술 파급도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
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나이
와 같은 다른 조직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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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littl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pharmaceutical firms that have established a foothold for
internationalization. Because the internationally legal protection of technical
knowledge is important to internationalizing pharmaceutical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ir international patenting according to firm size from 1985 to
2013. The results are threefold. First, Korean pharmaceutical firms have
continuously increas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SMEs have not applied
all PCT patents for international examination due to resource constraints after
2000. Second, SMEs’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re concentrated in a few
countries because of the lack of resources and knowledge about foreign
markets. Finally, large firms have succeeded in securing quantitatively US
patents but been relatively poor in creating influential ones. SMEs show the
gradually increasing quality as well as quantity of US patent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e need for policies to support effective international
patenting of Korean pharmaceutical SMEs.
<Key Words> International Patenting, Internationalization, Firm size,
Small-Medium Enterprise, Pharmaceutic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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