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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학에 널리 보급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
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지분참여형 기술라
이선스 현황 파악을 위해 주요 대학의 관련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캘리포니
아 주립대학의 규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는 현행 기술라이
선스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미국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이 전통적인 기술
라이선스 방식보다 더욱 큰 규모의 기술료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차원의‘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일
반 직무발명에 국한하여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서론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혁신의 기초
가 되는 지식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
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

식의 주된 공급원은 대학과 공공연구
소라 할 수 있다.1) 그러나 대학 및 공
공연구소가 창출한 연구결과물인 기
술 등의 지식은 자발적으로 산업계로
이전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화 촉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대학 등 공공연

1) 대학과 공공연구소를 통칭하여 공공연구기관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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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의 대표적인 사업화 촉진 메커
니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TLO
의 임무는 통상 서비스(service) 지원,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에
의 기여, 수입(income) 창출 등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지원 임무는 연구자
에게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개발에
의 기여 임무는 공공연구기관이 소재
한 지역의 기업에 기술이전을 지원하
거나 해당 지역에 분사(spin-off)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생산액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다. 수입 창출 의무는 기술이전 및 사
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고 재정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며, TLO의 설치 목적이 서비스만 제
공하는 비용센터(cost center) 운영이
아닌 경우에는 TLO의 핵심적 임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Feldman et al.(2002)2)에 따
르면 미국 대학은 1978년경부터 성과
중심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equity-based license)를 시행하여

2000년 기준으로 70% 이상의 대학으
로 확산되었다. Bray and Lee(2000)3)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료를 주식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 경우가 선급금
과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징수하는 경
우보다 최대 20배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은
대부분 기술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
고 있으며 기술료 수입의 증대가 연
구개발 예산의 증가율 수준에 그쳐
연구생산성도 1%대에서 정체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료 수입
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
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도입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소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설립
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이
전 전체 건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
에 불과하다.4)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
국의 대학에 널리 보급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개념과 구체적
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연
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분참여형

2) Feldman, M., Feller, I., Bercovitz, J., & Burton, R.(2002),“Equity and the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of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
, Management Science, 48(1), pp.
105~121.
3) Bray, M. J. & Lee, J. N.(2000), “University Revenues From Technology Transfer:
Licensing Fees vs. Equity Positions”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pp. 385~392.
4) 본고에서 다루는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는 기술료의 수취방식의 한 유형이며 연구소기업, 신
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와 같이 기술 등을 현물 출자(investment in kind)하는 기술사
업화 방식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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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라이선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라이선스 운영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TLO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연
구생산성5)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양적 지표
인‘기술이전 건수’
보다 질적 지표인
‘기술료 수입’
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
다. 또한, 2008년에는 공공연구기관이

<표 1>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 TLO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

육성정책
기술이전 기여자의 인센티브 개선
제도개선

징수기술료의 정부 반납분 폐지
대학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지원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연구성
과를 이전한 경우 기술료 수입의 일
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제도를 폐지하
여 상대적으로 TLO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LO의 평균
재 정 자 립 도 6)는 2009년 기 준 으 로
9.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TLO의 기술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009년 들어, 지식경제부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을 고시하면서 경상기술료 징수방식
을 추가로 도입하였다.7) 이는 기존의
정액기술료 방식에 비하여 더욱 성과

관련 법령
대상 기관

기간

기술사업화촉진법 제19조(2006. 12)
국가R&D사업 관리규정
제19조(2008. 5, 2008. 12)
사립대

2000~2005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지원사업

출연(연)

2001~2006

국공립대학 기술공급플랫폼 지원사업

국공립대

2004~2006

비(非) 선도 TLO

2006~2008

대학·출연(연)

2006~2010

대학·연구소 미활용기술 발굴/이전사업
선도 TLO 지원사업

자료 : 박종복·유현선(2010),“기술이전전담조직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KIET 산업경제
정보.

5) 여기서 사용된 연구생산성은‘연구개발 투입비 대비 기술료 수입’
을 나타내는 협의의 개념이다.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총 예산 대비 TLO의 자체 수입(기관 자체 보조금,
정부출연금 등 제외)의 비율을 의미한다.
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2009.1.1)인“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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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 이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
여 매출이 발생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기술료 수입의 증대 효과
를 확인하기에 시기상조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메커니즘
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라이
선스의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
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 및 공공연구
소의 기술료 수취방식은 대부분 선급
금,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의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기술
료 수취방식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정액기술료 방식이 평균 59.8%

<표 2>

를 차지하는 반면에 경상기술료 방식
은 평균 36.5%를 차지하고 있다. 더
욱이, 금액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는 평
균 5.8%만 징수되고 있어 라이선스
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은 매우 미
흡하다고 볼 수 있다8)(<표 2> 참조).
더욱이 미국의 대학과 달리 기술료
관련 통계에서 보유 주식의 매각금
항목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은
일반 직무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직
무발명, 공무원 직무발명의 형태로 창
출되며, 유형별로 기술료 산정방법,
배분방안, 부대 제약조건이 달라진다
(김해도, 2009).9) 원칙적으로 일반 직

대학의 기술료 수취 방식 및 기술료 징수 현황
단위 : 건수, %, 백만원
유효
건수

정액기술료 정액기술료 선급금 및
(일시불)
(분납)
경상기술료

경상
기술료

무상
이전

정액기술료*
(선급금 포함)

경상
기술료*

2007

945
(100)

431
(45.6)

125
(13.2)

282
(29.8)

87
(9.2)

20
(2.1)

15,371
(93.6)

1,044
(6.4)

2008

1,221
(100)

581
(47.6)

144
(11.8)

328
(26.9)

110
(9.0)

58
(4.8)

26,139
(94.2)

1,613
(5.8)

2009

1,244
(100)

639
(51.4)

122
(9.8)

299
(24.0)

131
(10.5)

53
(4.3)

28,405
(94.7)

1,576
(5.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2010),「2009 대학산학협력백서」
, p.225, p.237.
주 : *는 연도별로 징수된 기술료(금액)를 의미하며, 연도별로 체결한 유효 계약건수와 무관.

따르면, 기술혁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을 정하고 이를 사업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
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8) 한국의 공공연구소도 대학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 대학의 경우 2004년 기준
으로 징수기술료는 정액기술료(선급금 포함) 19.2%, 경상기술료 78.6%, 순주식매각금 2.2%로
구성되었다.
9) 김해도(2009),“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기술혁신학회지」
, 12(3),
pp. 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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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처명
관련
규정

주요 정부부처의 기술료 징수조건 개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정액기술료)

지식경제부(경상기술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처리규정
*사업별 시행계획에 기술료 징수방식 공고(요령 제5조)

징수
금액

정부출연금 이상
단,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가능(규정 제32조)

쟁점
사항

연구개발의 특성상 극소수 기
술을 제외하고 개발기술의 시
장가치가 투자된 비용보다 낮
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정부출연금 이상으
로 징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
성이 낮음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 : 상기 금액의
50% 감면(요령 제8조)

최종 평가에서“성공”
으로 판
정되는 비율이 약 90% 정도
여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로 보기
어렵고, 매출액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료를 징수하여
참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기본착수료(출연금(간접비
제외)의 10% 이내, 참여기
업 면제)+경상기술료(결과
물 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
의 5% 이내)
중소기업 : 상기금액의 50%
감면(요령 제12조 제2항)
기술의 특성상 기술료를 매출
액의 5%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규정상 매
출액의 5% 이내로 징수토록
되어 있어서 기술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김해도(2009, p. 656)의 부분 발췌.

무발명의 경우 기관 내규를 제정하여
기술료 관련사항을 독자적으로 시행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구비 예
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직무발명의 관련 규정
에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정책은 시
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지 않고 현금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분참
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은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3> 참조).
특히 공공연구기관으로는 거의 유

일하게 연구원 창업기업의 주식지분
을 취득하고 있었던 한국전자통신연
구원은‘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2009년 1월)’
에 따라 보유 지분
을 조속히 매각 추진하게 되었다.10)
이러한 조치의 주된 논거는 출자금의
회수 기준과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 보유지분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
련하고, 기관평가 시 기술료 평가항
목에 지분매각금을 포함시키는 방향
으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선진화

10)‘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009. 1)’
에서는 심지어 독립적인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출
자가 이루어지는 연구소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상장(IPO) 등을 통해 5
년 이내에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주주가 공
공연구기관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투자회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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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

3. 미국 대학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도입 개요
기술사업화의 선도국인 미국은 연
방정부의 지원으로 창출한 연구개발
결과를 사권(私權)화하는 Bayh-Dole
Act(1980) 등 일련의 혁신법을 제정
함으로써 대학 등에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발하였다. 대학의 보유특
허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TLO
의 규모가 커졌으며 특허 등 기술로
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도 점
차 발전되어 왔다.
미국의 대학 TLO는 대부분 재정
운영의 자립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eldman and Florida(1994)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한 미국 대학 TLO의
절반이 재정자립을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1) 이는 미국 정부가 대학
에 TLO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TLO를 사업조직의 일환인 이익센터

(profit center)로 인식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TLO의 재정구조는 국가별로 기관
별로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주된
수입계정은 기술료 수입(royalty
income)이라고 할 수 있다.12) 기술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재정구
조를 구축하기 위해 갭 펀딩 프로그
램13)과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
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있다.

(1)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고찰
대학은 기술도입 기업에 기술의 사
용권을 허여(license)하는 대가로 기
술료를 수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
술료는 선급금(upfront fee)과 경상
기술료(running royalty)의 조합으로
책정되어 왔다. 당연히, 각 항목은 이
전대상이 되는 기술의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기술
판매자와 기술구매자 간의 협상에 의
하여 결정된다.
대학이 TLO를 운영하는 것에는 여

11) Feldman, M.P. & Florida, R.(1994),“The Geographic Sources of Innovation: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Product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
,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2), pp. 210~229.
12) 수입원으로는 기관 자체 보조금, 기술료 수입의 TLO 귀속분, 이전된 특허의 관련비용 회수분,
기타 수입 및 정부출연금 등이 있으며, 비용은 주로 인건비, 운영 및 행정경비, 특허관련 비용
등에서 발생한다.
13) 연구결과물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보완 프로그램으로서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프
로그램이라고도 부르며 기술이전의 활성화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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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째, 대학이 기술개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 연구성과를 라이선스함으
로써 기술료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이
유능한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Bayh-Dole
Act(1980)에 의거하여 기술료 수입
의 일부는 발명자에게 배분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는
대부분의 대학에 충분한 기술료 수입
을 창출해 주지 못하였다. 기술료 수
입이 기대보다 적은 이유는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 상용화 목적으로 활용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
려져 있다. Jensen and Thursby
(2001)14)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에 라
이선스된 기술 중 12%만이 상용화를
위해 즉각 사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는 상당한 수준의 추가개발 작업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라이선스 대상 기술의 상당
부분을 생명공학 기술이 차지하고 있
다. 생명공학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서는 추가개발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약 10년이 소요되는 식품의약

품안전청(FDA)의 승인과정을 획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이
기술도입 기업으로부터 경상기술료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지연 현상이
발생한다.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가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
방식을 불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었
다.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라이선스
대상 기술의 상업적 성숙도가 낮고,
둘째, 대학이 기술의 소유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기피하며, 셋째, 도입
기술의 추가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
해당 발명자의 협조를 얻는 것이 용
이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15)

(2)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고찰
Bayh-Dole Act(1980)가 시행된
초기에 대학의 TLO는 지분참여형 기
술라이선스를 미활용 기술의 손실보
전 차원에서 기술료를 현금으로 지불
할 능력은 없지만 기술을 상용화시킬
의지가 있는 벤처기업에 기술이전하
는 메커니즘으로 인식하였다. 기술도
입 기업이 상용화에 성공하는 경우에

14) Jensen, R. & Thursby, M.(2001),“Proofs and prototypes for sale: The tale of university
licensing”
,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pp. 240~259.
15) Thursby, J. & Thursby, M.(2000),“Industry perspectives on licensing university technologies: Sources and problems”
,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12, pp.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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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를 통해
획득한 주식지분의 가치가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를 통해 수취하는 기술
료에 비하여 훨씬 클 수 있지만 불확
실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소위
확실성 효과이론16)에 의거하여 대학
TLO는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로부
터 발생하는 예상 기술료를 더욱 선
호하였다.
그러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바
뀌게 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전통적인 기술라이
선스 방식에서 창출되는 기술료 규모
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경험이 반
복된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로부터 기
대되는 기술료 수입이 그다지 크지 않
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성공
하게 되면 큰 금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기회비용이 낮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
었다. 더욱이 라이선스된 기술이 상용
화에 실패하는 경우라도 기술을 도입
한 기업이 다른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주가)가 상
승하게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료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에서 이전
되는 기술은 통상적으로 상용화의 초
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술

라이선스 방식에서는 기술료의 규모
가 작은 반면에 취득된 지분은 향후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져 리스크가 줄
어드는 시점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기술벤처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절
차가 비교적 용이해졌다는 금융환경
도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매력
도를 높이게 되었다.
둘째는 대학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지분참
여형 기술라이선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점이다.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대학과 기술도입
기업이 모두 기술의 상용화를 성공시
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개발 연구를
수행하거나 관련 기술을 추가로 이전
받는 경우에 상호 협조적인 관계하에
서 임할 수 있다. 또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기술료 협
상 시 주식지분의 비율만 결정하는
단순한 구조를 갖는 반면에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 방식에서는 선급금과
경상기술료의 요율 및 상용화 추진계
획에 관하여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기술도입 기업이 라이선
스받은 기술을 실시할 때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 방식에서는 법적 분쟁
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나 지분

16)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란 선택의 상황에서‘가능한’
(probable) 결과보다는‘확실한
(certain)’결과 쪽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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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은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낮추어 준다.
셋째는 대학은 기술이전 활동 실적
을 보다 증대시키고 기술도입 기업은
자본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의견
을 받게 되는 정당성 가치(legitimacy
value)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
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은 기술
료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대학
의 기술이전 활동 실적을 높여줄 수
있다. 즉 대학이 기술이전을 통해 국
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는 임무를 달성하는 데에 촉
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의 진취성과 기업가정신을 부각
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기술
도입 기업의 경우 대학이 지분을 취
득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과 기술도입 기업의 개발역량
을 높게 평가한다는 신호를 자본시장
에 보내는 효과를 준다.

4. 미국 대학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운영 사례
(1) 주요 대학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규정17)
미국의 대학은 1978년경부터 성과
중심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
참여형 기술라이선스 규정은 1996년
경부터 본격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규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항은 라이선스 대상기업에 관
한 사항, 취득하는 주식 또는 주식지
분에 관한 사항, 라이선스 계약내용과
부대되는 사항, 취득하는 주식의 배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학의 경영과
부대되는 사항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표 4> 참조).
주요 미국 대학의 지분참여형 기술
라이선스 규정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해 본 결과 기관마다 각기 달라 표준
화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가지 이슈는 공통
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
째는 대부분의 대학이 지분을 취득하
고 있는 기업의 이사회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발명자
인 교수요원에게 취득되는 주식의 일
부를 현금으로 매각하기 이전에 배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수요원이
주식지분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기업
에도 기술이전 시 지분참여형 기술라
이선스 방식을 선택한다. 셋째는 대학
이 주식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에
서 해당 대학의 학생이 근무하는 것과
대학이 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한 사
실을 공표하는 것 등의 중요한 사항은

17) Matkin, G. W.(1996), “Taking Stock of Taking Equity”,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2(1), pp.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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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대학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규정의 비교
주요 이슈 항목

대분류

기업의 유형

주식의 유형

부대 조건

세분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견기업

Y

증권시장 상장기업

Y

스탠퍼드
대학교

MIT

워싱턴
주립대학

일반 창업기업

Y

대학발 창업기업

Y

의결권 없는 주식

Y

의결권 있는 주식

Y

지분의 취득 한계

Y(10%)

Y(10%)

Y(20%)

현금 포함

Y

Y

Y

Y

현금 불포함

N

Y

Y

Y

주주의 동의 여부
최적격의 기업 요건

Y

대학의 현금 투자
지분의 배분
지분의 관리

N

발명자에게 지분 분배

Y

지분 매각 시 현금 분배

Y

이사회에서 권한 행사

N

Y

Y

N*
N*

N

N

증권시장 상장 시 매각
기업의 학생 채용
대학에서 제품 시험

대학의 관련
부대 규정

Y

지분 취득의 공표 의무
발명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 여부 신고

Y

Y

자료 : Matkin(1996, pp. 38~39)의 부분 발췌.
주 : 1) Y는‘그렇다’
, N은‘그렇지 않다’
, 공란은‘언급이 없다’
는 것을 의미.
2) *는 특별한 조건이 첨부되어 있음을 의미.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규정18)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1996년 2월

에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
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를 시행하는
근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상용화 측면의 매력도가 떨
어지는 대학 기술을 이전받아 막대한

18) http://invent.ucsd.edu/faculty/policies/uc-equity-policy.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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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개발 비용과 기술료를 모두 부담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 특히 중소·벤
처기업을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기술라이선스의 대가
중 일부를 기술도입 기업의 주식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
해 기본적으로 여덟 가지 조항과 관
련 사항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19)
제1조. 기술도입 기업이 기술라이
선스의 대가로 현금 형태의 적정한
기술료를 객관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대학은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기술료의 일부를 주식으로 수취할 수
있다.
제2조. 대학의 지분참여형 기술라
이선스는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명성, 객
관성, 공정성 및 대학의 대사회적 임
무 수행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산
학협력 규정, 이해상충 규정, 연구윤
리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대학은 취득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술도입 기업의 이사회 참
여를 요청하지 않고, 이사회 참여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
는다.
제4조. 대학은 지분을 기 취득한 기
업과 일련의 후속 관계를 관련 규정
과 지침을 따라 사무적인 방식(busi-

ness-like manner)으로 다룬다.
제5조. 대학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
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분 취득과 관
련한 항목 이외에 대해서는 여타 기
술에 대하여 대학이 취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제6조. 라이선스 대상 기술을 발명
한 교수요원은 기술라이선스 계약사
항의 일환으로 기술도입 기업을 위해
임상시험이나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적인 혹은 감
지되는 이해상충 여부를 조사하는 별
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
야 한다.
제7조. 대학은 일반적으로 기업 전
체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지 않
는다.
제8조. 대학은 지분참여형 기술라
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규정
과 발명자의 희망의사를 고려하여 2
가지 방식으로 지분을 수취한다.
(a) 대학은 발명자가 기술도입 기
업으로부터 직접 발명자 몫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허가한다.
(b) 대학은 발명자의 몫을 포함하
여 대학 명의로 라이선스의 대가로
주식을 일괄 수취하고, 재무담당관이
건전한 업무상의 판단과 공개된 정보
를 토대로 주식의 처분에 관한 결정
을 한다. 이에 따라, 발명자는 대학이

19) 각 캠퍼스와 연구소 등에서 동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침을 수석 부총장(기업
과 재무 부문)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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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주식 중
발명자의 몫을 받거나 대학이 적당하
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기도 한다.
관련사항으로서 발명자가 수취하는
주식의 몫은 대학의 특허관리 규정에
서 정한 기술료 수입의 배분 공식을
준용한다. 대학은 수취한 주식을 현금
으로 매각하는 때, 대학의 특허관리
규정에서 정한 배분 공식과 일정에
따라 발명자가 이미 수취한 주식 지
분을 감안하여 발명자에게 기술료를
배분한다.

5. 시사점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는 새로운
방식의 확장된 기술이전 메커니즘이
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의 사례에
서 살펴보았듯이 지분참여형 기술라
이선스 방식이 도입된 것은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한계를 기술이
전 경험에서 충분히 인식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를 통해 대규모의 기술료를 회수한
사례들이 창출된 것도 이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
소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확실성 효
과’
에서 주장하듯이 선택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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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probable)’ 경상기술료 및
주식매각금보다는 ‘확실한(certain)’
정액기술료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비영리기
관인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지분을 취득함으로
써 ‘간접적’
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관 차
원의 이해상충 현상이 발생할 수 있
다. 셋째는 기술료와 관련하여 현금주
의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부처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요령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항목에 주식지분의 취득과 관련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은 보다
객관적인 수익성 분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첫째, 지분참여
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이 전통적인 방
식보다 큰 규모의 기술료를 창출한다
는 사실을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체계
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이 발견
되지는 않으므로 정부가 별도의 연구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
공연구기관 차원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현상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관리규정
(가칭)’
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연구기
관이 취득하는 주식지분의 상한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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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기술도입 기업의 이사회 불참여
조항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일반 직무발명에 국한
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지분참여
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중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부
처별 하위요령 등에서 기술료의 수취
유형에 기술도입 기업의‘주식’
을 포
함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

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하
여 미국의 Bayh-Dole Act(1980)를
따라 20년 늦게 기술이전촉진법
(2000)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1978년
경부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거
의 모든 대학이 지분참여형 기술라이
선스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
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시급히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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