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IP5+ 지식재산권 정보
’21.10.4-10.15

KOTRA 해외지재권실은 우리기업이 진출한 주요 해외지역의 IP-DESK
(미국, 멕시코,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와 함께 수집한 IP5 + 지식재산권
이슈를 보내드립니다.
* 각 뉴스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원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4, ip-desk@kotra.or.kr)
* 금회 기간 중 멕시코, 모스크바, 도쿄 IP DESK 지식재산권 뉴스는 휴간입니다.

■ 미국(뉴욕, LA IP DESK)
◦

법·제도

저작

미 저작권청(USCO), 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의 신속화 추진

- 저작권분쟁위원회(CCB,

Copyright Claims Board),

담보하기 위한 일부 규정 신설

案 발표

소액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성을

(‘21.9.29)

· (주요내용) ŒCCB는,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인 사건에 대해, 일반 연방법원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진행을 보장 저작권자의 분쟁신청 접수건에 대한 변호사의
심사 후 90일 내 상대방에게 통지 Ž피신청인이, 분쟁 건 송달 받은 후 60일내에
“opt-out(절차 부동의)” 제출 가능
☞ 미국 의회는, 연방법원에 소액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배상액이 소송비용보다 높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 'The

’20.12

Copyright

'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

특허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관할지 성립 요건 관련, 피고에 승소 판결

- (사건개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원고)는, 자사의 구직 검색

GreatGigz Solutions LLC(

알고리즘 특허와 관련, 식료품 마트 배달업체

社 피고 를 상대로 텍사스 서부

Instacart

(

)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반면, 피고는 관할지 부적절 이유로 소송 취하를
청구하는 반대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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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은, Œ피고의 창고가 오스틴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텍사스 서부에 거주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 피고의
창고에는 물품만이 보관되어 있고, 직원의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 서부 주택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휴스톤과 오스틴 지역의 파트너 공유 사무실 매장은
정기적이고 확립된 사업장”이라는 관할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피고

“

요청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21.10.7)

◦

저작

법원, 대통령 선거 홍보영상물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사건개요) 미 가수 Eddy

원고)가, 자신의 노래, 'Electric Avenue' 가 2020년 미 대선

Grant(

트럼프 캠프의 홍보영상물에 의해 사용된 것 관련, 홍보영상 방송 직후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선 캠프(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 (판결)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은, 해당 노래의 사용이 공정이용에 의한 비침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측 주장에도 불구, Œ정치적 인지도 제고와 기부금 증액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이용이고
음악저작물의 중요부분이 가감없이 홍보물 런닝타임의 대부분 방영된 보다 직접적인
침해이고 Ž 피고의 55초 영상물 제작이 원고의 파생적 라이선싱 잠재력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며 원고에게 승소 판결(’21.10.7)

■ 중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홍콩IP DESK)
◦

일반

국가지식산권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21

글로벌혁신지수 성과 평가

- 132개 국가 중 전체 순위 12위 기록, 전년(14위) 대비 2단계 상승(’21.9.21)
- (주요내용) Œ중상 소득 국가 그룹 중 1위

·

;

동남아, 오세아니아 국가 그룹 중

위 인프라 구축, 시장 발전, 지식 기술산출 부문에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

3

◦

상표

국가지식산권국, 지명(地名) 포함 해외상표에 최종 등록 결정

- (사건개요) 유명 베이커리 회사 Paris

社의 중문상표 '巴黎贝甜'

Gaguette

참고 상표 등록 경과
최초 출원(‘18.10.24) 후 '지명 포함 상표 등록 불가'로 거절통보(‘19.5월)
거절불복심판청구(복심) 승소 후 공개(’20.3월)
3개사에 의한 이의제기(‘20.5월) 극복 후 상표등록 결정 후 등록(’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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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 BEI TIAN)

- (복심 승소 및 이의제기 극복 주요내용) 중국 상표법 상, 지리적표시 보호 제도인 단체표장,
증명표장을 제외하고는 지명 포함 일반 상표의 등록이 불가함에도, Œ지명이 연상되는

巴黎 부분에 대한 권리불요구 조건의 등록결정 가능 

‘

’

,

년 이후 출원인 상표의 상당한

‘04

브랜드 인지도 구축,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로서의 식별력 인정, Ž동 상품 및
서비스가 파리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인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상표 등록 결정(’21.9.13)

◦

집행

-

홍콩 세관, 마카오 세관과

’21.8.27

超국경 위조품 유통 단속 협업

이후 한달 기간 동안, 중국 본토, 마카오 세관 및 사법당국과의

정보교류 속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로 밀반출 예정이던
휴대폰 주변기기, 의류, 의약품, 연고, 가죽 제품, 신발 등 320만 달러 상당
29,000여 개의 모조품 의심 제품을 압수(‘21.9.27)
☞ Œ홍콩세관 지재권 침해 신고 핫라인(2545-6182, crimereport@customs.gov.hk) 운영 무역
명세법 의거, 최고 50만불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 가능

- 중국 본토 시장감독관리총국,

월 기간 동안, 상표침해, 특허침해 및

’21.1~8

지리적표시보호 위반의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품 관련, 전국적으로 2만여건의
위반사건 단속(‘21.9.30)

■ 유럽연합국가(프랑크푸르트 IP DESK)
◦

법·제도

특허

독일, 통합특허법원 가입 동의안 국내 비준

- 현재까지 유럽 연합 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말타,
포루투갈,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이 국내 비준을 마친 유럽 표준 특허법 의거 통합특허법원협정안(UPCA,
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에 독일이 비준 동의(‘21.9.30)
- 독일 및 스위스, 특허심사 현대화 등 특허법 개정 추진

·(스위스) 특허 심사 개선를 위해 Œ신규성 진보성 실체심사
,

도입 동시에 부분심사(a

·(독일) 특허법 현대화

,

partial examination,

(a full examination)

신규성, 진보성 심사 제외) 선택권 부여

차 개정안으로, Œ국제특허출원(PCT)의 개별국가(독일) 진입

2

→

기한을 1개월 연장(30개월

개월), 국제출원인의 편의 증진 심판 관련 비디오

31

심리 및 인터뷰 가능(‘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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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프로그램 운영 연장

- 중소기업지원펀드(SME-Fonds) 지원 기간,

일 限 연장(’21.9.21)

’21.10.31

- (주요내용) Œ27개 EU 회원국가 소재 중소기업 대상 선착순 지원 기업 당 1,500 유로 한도,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상표 및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

상표

-

‘03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등록공동체디자인(RCD), 150만개 돌파

이후 등록공동체디자인(RC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누계 건수 발표(’21.10.5)
☞ EUIPO 경우,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마등록공동체디자인
(UCD,Un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구분 관리

- 출원(등록) 상위 10개국 ; 독일, 이태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스페인, 폴란드,
네델란드, 일본(‘21.10.5)

◦

상표

Ok tob erf est,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상표로 보호

- 독일 뮨헨市, Oktoberfest 2년 연속 행사 취소에도 불구,
'Oktoberfest', 관광 서비스업 등 22개 류에 문자상표로 등록(‘21.9.17)
☞ 독일 특허상표청은 기술표장(記述標章)으로 인한 식별력 부재를
이유로 등록 거절(‘19.9)

- 뮨헨市, 이벤트 업체의 'Oktoberfest goes Dubai' 캠페인 홍보에도 적극 대처. 뮨헨 시 법원에
금지가처분 訴 제기하여 가처분 결정 받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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