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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과 지적재산권:
기술혁신(Techno-Innovation)을 넘어 기술창업

(Techno-Entrepreneurship)으로1)

김 정 태
에딧더월드, 임파워더월드

This article is designed to highlight the role and its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on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pecial

focus on appropriate technology. By the nature of appropriate technology, what

is more important is not just obtaining a patent, but proceeding to create a

robust business model by which the appropriate technology does its mission to

solve specific social problems. It also shows the relational matrix of appropriat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troducing three types of model:

tech-innovation, protected tech-entrepreneurship, and open tech-

entrepreneurship. Lastly, it suggests that like the idea of Indian 'TIME IS',

organizational assistance be made to match specific appropriate technologies and

localities and entrepreneurs. 

적정기술은 기술, 디자인, 또는 제품의 형태를 갖게 되므로 지적재산권과 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적정기술의 국제개발협력 활용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의 의미와 관계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1. 국제개발협력과 지식재산권
한국은 2010년 현재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선도국가 중의

하나다. 또한 한국어는 유엔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지정한 10대 국제 공개어로 지정된바 있다. 이러한 특허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강점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상당한

비교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과 기술의 배타적인 사용이라고 일반인이 오해하기도 하지

만, 연구업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활용이야말로 보다 나은 기술발전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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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공적 장치’라고 해석한다. 즉, 지식재산권은 좋은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

나 기관이 해당 지식과 기술을 공개하도록 유인하며, 이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기술이전 사업을 전개하는 유엔산업

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도“지식재산권은 성

공적인 혁신가에게 혁신기술에 대한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자체를 장

려한다.”2)고 긍정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적용의 강약 여부가 국가발전 단계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한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의 토론이 되어 왔다. 일례로 지식재산권 권위자 던 김인수 교수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강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현지 역량

(indigenous learning)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보다 저해 한다”고 분석했다.3) 과거의

한국을 포함한 초기 산업발전 단계에서는 복제모방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4)을 통해 활발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은 개발도상국 현

지에서의 기술이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적정기술을 고려할 때 특기할 점으로, 적

정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시사점을 전해준다.  

2. 적정기술 사업에의 지식재산권 활용
적정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중 하나는 개발협력

현지에‘적정한’기술의 선행조사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지식재산권 관

련 인프라와 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다. 한국의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면 특허권이

존재하는 기술 뿐 아니라, 최대 20년의 특허보장 기간이 소멸된 기술, CCL 등의 방

식이 적용된 기술 등에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 한국의 특허청은

'IP&Development Online Centre'(www.ipforliving.org)를 통해 이미 6개 적정기술 분

야 총 200건의 특허정보를 문화 및 디지털화해서 파일럿으로 공개한 바 있다.

201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이 언급한‘청정원조’의 개념

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청장은“지식재산 분야에서

도 선·후진국 간의 갈등이 있으며, 최근 그 폭이 커지고 있다.”며“원조가 보통 돈

이나 자원 등으로 이뤄져 사회·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이 필

요로 하는 특허기술을 지원하는 청정원조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5) 개발도상국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을 토대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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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프로젝트'라든지, 해당 적정기술의 지식 재산화 구축사업 등은 적정기술의 지

식재산권 측면 활용의 좋은 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2010년 9월 발족한‘특정분야 특허 정보접근

센터’(Access to Specialized Patent Information)6)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민관협

력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동 센터는 최빈국에게는 무료로, 개발도상국에게는 저비용으

로 특허권 자료조사 및 분석도구를 제공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프란시스 거리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센터 발족기념행사에서‘특허권 정보는 전 세계의 연구

자, 혁신가, 법무종사자, 기업가, 정책입안자에게 지식과 통찰의 중요한 원천’이라며

‘특정분야 특허 정보접근센터는 특히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쉽게 혜택을 얻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7)

3. 적정기술과 지식재산권 적용 모델
적정기술은 이미 상품화 가치가 떨어진 기술의 재발견이나‘선진국 과거 기술의 개

발도상국 적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발전단계에 맞

추어 새롭게 출현한 기술로서‘아래를 향한 위대한 도약(Great Leap Downward)’또

는‘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같이 전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뜻하기

도 한다.8) 종종 이러한 ‘적정’기술은 기존의 고급 기술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

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기술’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적극적

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강력한 지식재산권 적용은‘기술

이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일반 기술과 같은 기준으로 적정기술에 적

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해야할 이슈가 존재한다. 

첫째, 적정기술과 지식재산권 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는 사업화 가능

성이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다양한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이

러한 기회비용을 통해서라도 특허를 획득할 때 최대의 유익은 외부로부터 로얄티를

받는다거나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가 진행될 때 실현된다. 즉, 단순한 기술혁

신(techno-innovation)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모델이

구체화되는 기술창업(techno-entrepreneurship)까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지식재산

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적정기술이

단순한‘기술’의 개발이 아닌, 특정한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설계, 활용된다는 특

징을 감안했을 때 실제적으로‘상용화’또는 최소한의‘활용성’이 있는지가 검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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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적정기술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지에서 제조하거나 운용할 수 없을 때 그러한‘적정기술’은‘기

술’자체로만‘적정’할 뿐,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순 없

다. 적정기술은 또한 특정한 현장의 문제와 독특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더라도 다른 환경에서는 적용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곳에서의 사업화가 다른 곳에서의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도 미지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큐드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 르완

다와 같은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용이 높지만, 림이 많은 중부아프리카

에서는 수요가 없다.     

두 번째 고려할 점은 적정기술은 수익여부와 더불어 통상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기

여한다는 점이다. 사회문제 해결이 보다 궁극적인 목표라면 지식재산권을 가능한 적

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공개된 운 체제인 리눅스와 비슷한 예로 상업화에 대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그 기술이 오픈되었을 때 보다 많은 가치창출이 가능해지는 경

우가 있다. 적정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과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접

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자, 디자이너, 현장 활동가, 사회학자, 커뮤니티

구성원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술공개는 보다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위의‘사업화 가능성’과‘지식재산권 적용여부’등 2가지 특성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적정기술-지식재산권’적용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1. 적정기술과 지식재산권 적용 모델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사업화
가능 여부

기술혁신

사업화가 어렵거나,
사업화 계획이 없음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모델 구축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모델 구축

지식재산권
적용 여부

저작권은 보유하나
사용권 공개

특허를 확보하여
로얄티 및 사업수익

적용하지 않음

사례 옷걸이 독서대 Q-DRUM MANTIS TECHNOLOGY

보호형 기술창업 공개형 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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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기술혁신>
적정기술이 개발되었으나 해당 기술 보유

자가 사업화모델을 구체화할 수 없거나 독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적용이 가능하

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세탁소용 옷걸이

라는 흔한 재료를 통해‘독서대’를 제작한

염지홍 씨는 이러한 기술혁신 사용권을 누구

에게나 공개한 사례로 볼 수 있다.9) 독서 거

치대를 누구나 손쉽게 접하는 옷걸이를 활용

해 보급하는 방법은‘적정기술’의 좋은 사례

라고 보여 진다. 기술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는 저작권을 유지하면

서 사용권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국제 표준으

로 크리에이티브코먼즈(Creative Commons

Licence, CCL)가 있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작자표시, 비 리, 변경

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4가지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활용하도록 허용하

는 방식이다.10) CCL 한국대표인 윤종수 판사(인천지방법원)는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

한 법적수단으로서 CCL의 적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1) 첫째,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국경의 제한 없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점, 둘째 등록이나 기타 형식적 절

차 필요 없이 바로 이용가능하고 온라인에서의 검색도 용이한 점, 셋째, 라이센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링크로 바로 확인 가능한 점, 넷째, 이미 법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

쳐서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제2안 보호형 기술창업>
보호형 기술창업은 개발된 적정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의 신청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정보를 공개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새

로운 혁신을 유도하면서, 해당 적정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지속가능한‘사회문제’해

결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모델로 큐드럼을 디자인한 헨드릭스(P. Hendrikse)의 예

가 있다. 핸드릭스는‘Q Drum (Pty) Ltd’를 설립하여 큐드럼을 개당 약 5만원에 판매

그림 1. 옷걸이를 활용해 만든 독서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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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라이센스를 통한 로얄티 수익도 얻고

있다. 이러한 수익금은‘개발도상국의 편리한

식수확보’라는 개발문제의 해결책을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제3안 공개형 기술창업>
공개형 기술창업은 제2안과는 달리,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 없이 사업화하는

유형이다. 이러한‘공개형 기술창업’이 가능

한 이유는 적정기술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특정 지역의 환경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 해당 기술의 보유 여부보다는 현지

환경의 특성, 기술의 활용과 사업추진이라는

‘기업가정신’이 진정한‘지식재산’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인도의 Mantis Technology의 사례를 들 수 있다.12) 이 회사는

인도아메다바드경 대학원 학생이었던 아루빈드 라마(Auruvind Lama)와 파타 신하

(Partha Sinha)가 2007년 설립했다. 당시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존

재했지만, 서민들에게 보다 중요한 교통편인 버스를 손쉽게 이용하게 해주는 통합노

선관리 및 예매사이트가 부재했다.

그림 2. 특허로 보호되는 적정기술로
사업모델을 구축한‘큐드럼’

그림 3. 인도의 Mantis Technology가 개발한 인도 버스 통합온라인 예약 시스템.
인도의 익숙한 IT기술을 현지인들이 겪는 문제해결에 적용한‘적정기술’
접근의 창업사례로서, 기술에 대한 특허보다 사업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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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문제’에서 이들은 기회를 포착했고 서인도 지역의 온라인 버스 통합서비스

(www.travelyaari.com)을 새롭게 선보 다. 이들의 접근은‘현지인의 문제해결’‘현

장에 익숙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도입’‘적정한 가격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접

근성 확대’등‘적정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창업자들은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확실한 사업모델 구축이 특허권 획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에 사업모델 구축에 전념한다. 특허는 법적 보호라는 편의를 제

공하지만, 그런 법적 절차와 보호가 사문화되었거나 느린 곳에서는 특허출원과 관리

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다.

4. 기술혁신을 넘어 기술창업으로
적정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나 특허정보 제공 및 효율적 관리보다 사실 더 긴요한

지원은 해당 기술의 활발한 활용을 통한 추가적인 사회자본의 활성화에 있다.  

기술혁신(techno-innovation)을 어떻게 기술창업(techno-entrepreneurship)으로 이

어지게끔 지원하는지에 대한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특

허정보가 공개되고, 또한 그 기술의 사용이 장려된다하더라도 상용화에 나설‘기업

그림 4. 인도정부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운 하는‘기술혁신관
리 및 기업가정신정보서비스’(TIME IS) 홈페이지 첫 화면. (www.techno-preneu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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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적용될 현장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특허 출원에 대한 사회적 비용만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인도 정부에서 운 하는 TIME IS(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Information Services)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준

다. 이 서비스는 단지 기술혁신과 특허정보의 관리를 넘어, 해당 기술이 어떻게‘상

용화’또는‘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 사이

트에서는 농업 및 음식물가공, 생화학 및 바이오기술, 건축, 화학, 태양에너지, 직물,

보건 등 25개 분야 1,502개의‘기술’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토대

로 진행 중인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정

보서비스는 기술혁신가(innovator)와 기업가(entrepreneur)를 서로 연계하여,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인‘활용’과‘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기술혁신(Techno-

innovation)이 기술창업(Techno-entrepreneurship)으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재산권’행사이자 실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적정기술의 기술창

업’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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