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2014. 1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1
·················································································································· 1
································································································· 2

제2장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출원 및 등록현황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 5

··························································································· 5
······················································································ 5

··························································································· 6
····································································· 8

················································································ 8

···························································································· 8

·································································································· 10
·········································································· 12

································································································· 15

················································································································ 15
······················································································ 21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I. 식물특허법

·················································· 22

················································· 25

····························································································································· 25
·················································································································· 25

- 2 -

식물품종보호법(PVPA)
III. 일반 특허법
제2절 유럽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II. 특허법 보호체계
제3절 일본
I. 종묘법
II. 특허법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II. 동남아시아
1. 베트남
2. 태국
3. 필리핀
II.

··························································································· 28

·············································································································· 31

····························································································································· 35
······································································· 35

······································································································· 39

····························································································································· 47
·························································································································· 47
························································································································· 50

····························································································································· 52

······························································································································ 52
······························································································ 52

······························································································ 56

················································································································· 58

······················································································································ 58

·························································································································· 59
······················································································································ 61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 63

············································································· 63
···························································· 63

··············································································· 64

····························································································· 66
·························································································· 66

······························································································ 66

- 3 -

변경출원의 경우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1. 신규성 판단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제4절 이용 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I. 이용 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1. 이용 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2. 이용 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2.

···································································································· 70
································································································· 70

············································································································ 70
·································································· 82

························································································· 98
·········································································· 98

·················································································· 98

························································································ 100
······································· 101

············································ 101

···································································· 104
·································································· 105
······································· 107

······························································· 109

․

························································ 109

․

·

·············································································· 109

·

·················································· 110

····················································································· 114
········································································ 114
········································································ 116

························································································ 118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 122

····································································································· 122

- 4 -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2. 주요 종자기업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 주요 출원인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토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지재권 라이선스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II. 듀퐁 파이오니어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2. 지재권 포트폴리오
3. 지재권 라이선스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I.

···························································································· 122
··········································································· 126

·················································································· 126

······································································································ 130
················································································ 133
································································ 133

·········································································································· 136
······························································· 143

························································································································ 143
················································································································ 143
······························································································ 144

·································································································· 149
························································································ 151

····································································································· 154

················································································································ 154
······························································································ 155
························································································ 159

······················································································································ 160
················································································································ 160
······························································································ 161

·································································································· 167
············································································· 168
·································································· 168

········································································ 168

- 5 -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2. 특허제도의 장점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2. 품종개발 단계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4. 심사 및 등록단계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2.

·········································································· 173
······························································· 177

·························································································· 177

·································································································· 181
·················································· 184

···························································································· 185

······································································································ 190
·································································· 191

································································································ 194
·························································································· 19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 198
···················· 198

········································· 200

······································································ 201

<

參考 文獻

> ···················································································································· 205

- 6 -

제1장 서론
I.

연구 의

배경

현행법상 "종자"란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 영양체
(
) 또는 포자(
)를 말하며,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
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 종자산업은 전통적
으로 농업의 기초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에서 종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몬산토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부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
명공학기술을 통한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 새로운 유전자원의 탐색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신품종보
호를 위한 UPOV 체계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체계가 있다. UPOV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종자산업법을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2013
년 종자산업법상의 품종 보호 및 품종 명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하였다. 한편, 특허법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구 특허법은 무성번식식물을 보호하기 위
한 식물특허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2006년 특허청은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
다.
UPOV 보호체계와 특허법 보호체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및 발전해 왔
으며,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및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제
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성의 문제와, 종
자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종자 지재권의 포괄적 효율
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
·

營養體
·

·

胞子

·

·

·

種菌 ·

·

·

調製 ·

業

․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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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종
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
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자분야 지재권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협
력사업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협력,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특허정보와 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 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
한편, 세계 종자시장의 70%이상을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
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유용형질에 관여하는 원천 유전자를 탐색하고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2014년 11월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종자업체의 수는 1368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종묘회사는 영세하여 자체 품종 개발능력이 없으며, 유전자원 보유,
신품종 육성, 종자품질관리 등 품종육성 전문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몇 개사에 불과하다.
그 결과 자본 및 품종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국내
외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종자 기업들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

I 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동 연구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별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과 아울러,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해 오면서,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
2)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 보도자료,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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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권리가 양도되어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 이
용 저촉 관계를 포함하여, 동 연구에서는 종자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법제도적 조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
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종자 기업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창출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

제2장에서는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국내에서의 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UPOV 조약과 WTO/TRI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들 각각에 대응하는 국내법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권리의 효력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자에 관한 특허권과 품종보호
권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소송사례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UPOV 체계와 특허법 체계를 반영한 주요 법률을 검토하고, 관련 출
원 및 등록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국내 종자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여
겨지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와 출원 및 등록현
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현행 국내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문제점으
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을 출원절차상의 문제, 권리효력범위의 문제, 이용 저촉관계의
문제로 분류한 후 이들 각각에 대해 현행 법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국가
의 관련 법규정, 특히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
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종자 지재권 확보 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와 특성 및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몬산토, 듀퐁 파이오
니어, 신젠타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를 검토하
였다. 다음으로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과 주요 당사자들을 검토한 후, 특허제도 및 품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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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종자 지재권 확보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동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종자
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에 관한 쟁점 및 결론을 요약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한 쟁점 및
결론을 요약한 후, 향후의 과제로 국내 기업의 종자 지재권 ‘활용’ 전략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종자 지재권 전략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종
자 지재권과 관련된 기타의 쟁점들(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 반독점 식량안보 등의 공공정책을 위한 강제실시권 등)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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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I.

종자

지재권

보호 의

필 요성

세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인류가 종자를 보존, 개선, 이용해오는 과정에서 시장의 역
할은 미미했다. 그 대신 농부들과 토착지역공동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농업이 국
가의 중요한 산업기반이었던 국가들에서는 정부 등 공공부분이 종자의 보급과정에서 일
익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정부가 종자의 무료보급 프로
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식물 육종기술이 발전하고 종자관련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부
의 지원은 중단하고 그 대신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한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
다.3)
급증하고 있는 세계 인구에 대해 식량을 공급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육종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
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기법 등을 이용한 식물육종은 유전적 접근방법을 통
해 육종대상 식물의 특성을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량하는 것인데, 새로운 품종을 육
성하기 위해서는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반면, 일
단 새로운 품종이 육성되어 공개되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재생산되어 그
것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박탈해 버림으로써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4) 따라서 식물 육종분야에 있어서 개인 육종가, 발명자에게 그 신품종의
개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노력, 재정적인 면 등에 있어서 그 대가로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5) 이 밖에도 종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부여함으로
써 정부 또는 공공부분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통해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6)
20

3) A. Bryan Endres, "STATE AUTHORIZED SEED SAVING: POLITICAL PRESSURES AND CONSTITUTIONAL
RESTRAINTS", 9 Drake J. Agric. L. 323, p.327 이하 참조.
4) 최근진 외(2010), “식물 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제도 도입의 영향”,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2010. 9., 124~126
면.
5) 박재현,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4면.
6) “i)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며, ii) 국내 육종 및 종자산업에 선진외국의 기술 및 자본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게 되며, iii) 외국시장에 국내산 종자의 수출증대 및 품종보호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iv)
품종육성 및 종자의 품질 관리에 국가기관의 관여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진 외(2010), 앞의 논문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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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종자의

지재 권

보 호체 계

종자의 지재권의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서 전 세계적으로 UPOV 체계와 특허법 체계가
있다. UPOV 체계는 식물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961년 ‘식물신
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이 체결되고 1968년 발효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었다. 동 협약
은 1972년 1차 개정, 1978년 2차 개정, 1991년 3차 개정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
월 7일 UPOV에 50번째로 가입하였다. UPOV상 육종가의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
원된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 UPOV상 육종가
는 i) 생산 또는 증식, ii) 증식 목적의 조제, 처리, iii) 상품화, iv) 판매, v) 수출, vi) 수
입, vii) 위 i)호 vi)호를 목적으로 한 비축을 할 권리를 가지며,8) 육종가의 허락을 받
지 않은 종묘를 이용해서 생산한 수확물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관하여 i)
호에서 vii)호에 이르는 행위를 함에는 그 수확물이 식물체의 전체이든 일부이든, 육종가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9) 이와 같은 권리는 i) 보호품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도출된 유사
품종, ii) 보호품종과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야
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10) 예를 들면 자연적 및 인위적 돌연변이나 체세포 변
이의 선발, 원품종으로부터의 개체변이의 선발, 여교잡 및 유전공학에 의한 형질전환 등
으로 획득된 품종은 기본적으로 도출된 유사품종에 해당하여, 보호품종의 육성자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11) 그러나 UPOV상 육종가의 권리는 i) 사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ii) 실험 목적의 행위,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고
～

7) UPOV, Article 5 Conditions of Protection
(1) [Criteria to be satisfied] The breeder's right shall be granted where the variety is (i) new, (ii) distinct,
(iii) uniform and (iv) stable.
8)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1) (a) Subject to Article 15 and Article 16, the following acts in respect of the propagating material of the
protected variety shall require the authorization of the breeder:
(i) production or reproduction (multiplication),
(ii) conditioning for the purpose of propagation,
(iii) offering for sale,
(iv) selling or other marketing,
(v) exporting,
(vi) importing,
(vii) stocking for any of the purposes mentioned in (i) to (vi), above.
9) UPOV, Article 14(2), 14(3).
10) UPOV, Article 14(5).
11) UPOV, Article 1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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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 아울러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육성자의 적법한 이익을 보
장하면서 어떤 품종에 관해서 농민이 보호품종 또는 제14조(5)항(a)의1)호 또는 2)호에 해
당하는 품종을 자신의 토지에 재배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의 토지에서 증식목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육성자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13) 이 밖에 체약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육성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육성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4) 그리고, 보호품종이 육성자 자신 또는 육성자의 승인을 받
은 자에 의해서 관련 체약국에서 이미 판매되었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통되었던 적
이 있으면, 당해품종의 재료15) 및 당해품종 재료로부터 재생산된 재료에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는, 당해품종의 재증식 등의 경우16)가 아니고는 육성자권리는 적용되지 않는다.17)
한편, 1994년 WTO/TRIPs 협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18)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
본은 특허법과 식물품종법의 이중적 보호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19) 유럽특허협약
(EPC)은 식물의 신품종 그 자체에 대하여는 특허법으로서의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20)
TRIPs는 물건에 관한 발명일 경우 권리자에게 제3자가 해당 물건을 생산, 사용, 판매를
12) UPOV, Article 15(1).
13) UPOV, Article 15(2).
14) UPOV, Article 17.
15) “재료”란 1) 어떤 종류이든 번식용 재료, 2) 식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수확물 및, 3)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의미한다. UPOV, Article 16(2).
16) (ⅰ) 당해품종의 재증식, (ⅱ) 당해품종이 속하는 속 또는 종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품종의 무단증식이 허용되
는 국가로 증식에 사용가능한 재료를 수출하는 행위, 단 수출된 재료가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UPOV, Article 16(1).
17) UPOV, Article 16(1)
18) TRIPs협약은 제5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특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식물발명과 관련된 규정이
제27조이다.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9)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the Plant Patent Act (PPA), 유성번식식물은 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PVPA)에 의해 별도로 보호되고 있으며,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식물이 일반적인 특허권(utility Patent)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0) 하지만 유럽에서도 현실적으로는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Lenßen, Markus, The Overlap
between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ransgenic Plants: Problems and a Solution (May 2006).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9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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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방법에 관한 발명
일 경우, 해당 방법을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21)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국내에서도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UPOV 체계와 특허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舊

舊

I.

식물 신 품종 보 호법 에

1.

의한

보호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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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품종’은 동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
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25) 현행법은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지만,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구별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품종에 대해 인정된다.26)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특성
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경우에 구별성이 인정된다.27) 이 때,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경우에
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
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잎
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
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28)
균일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
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인정된다.29)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는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30) 이와 같은 균일성을 요구
2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6호.
2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8조.
2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28)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되, 두 품종간에 유의성
이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종자관리요강 별표4 참조.
2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9조.
30)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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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지는 출원품종의 구별성이나 안정성 요건의 평가를 위하여는 출원품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균일할 필요가 있음에 부응하고, 신품종을 재배
하는 경우 재배한 식물체 사이에서 소정의 특성이 나타나는 확률이 낮을 때에는 상품가
치가 없거나 낮아져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종자를 양수받아 재배, 판매하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31)
안정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
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된다.3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
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며 1년차 시험
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33)
2.

출원 및 등록현황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
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
각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8월 31일 현재, 총
7261건의 품종보호출원이 있었으며, 이들 중 5,136건의 품종이 등록되었고, 843건이 거절
되었다.

31) 특허법원 2008. 6. 27., 2007허8870.
3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0조.
33)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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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록된 5,136 품종을 작물군별로 보면, 화훼류 2,867, 채소류 878, 식량 828, 과수 254,
특용 186, 버섯 91, 사료작물 32품종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 보면, 종자업계
2,052, 국가 1,574, 지자체 823, 개인 556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136품종 중 국내품종
은 3,926품종이었고, 외국품종은 1,210품종으로 나타났다.
표 1 품종보호등록현황, 국립종자원, 2014. 8. 31.
출원

계
계

개인

작물

국 내

종자 지자
업계

화 훼 류 2,867

377

채 소 류 878

29

663

식량작 물

828

26

과 수 류 254
특용작 물

체

1,290 607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지자
업계

체

외 국
국가 기타

계

개인

업계

566

27

1,679

343

136

607

566

27 1,188

51

105

30

870

29

655

51

105

30

8

32

69

639

62

824

25

29

69

639

62

4

1

3

93

27

35

95

4

249

92

23

35

95

4

5

1

4

186

5

27

24

125

5

185

5

26

24

125

5

1

버 섯 류

91

21

12

36

19

3

88

19

11

36

19

3

3

사료작 물

32

5

1

1

25

31

5

1

25

계

5,136

556

2,052 823

1,574 131 3,926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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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34

종자

8

1
2

1

823 1,574 131 1,210

1,154

1
1

38

1,172

국가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4) 아울러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5) 예를 들면, 쌀과
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진다.36) 또한, 품종보호권
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
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종을 반
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적용된다.37)
※ 수박품종 분쟁사례

“D"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후 2001. 7. 5.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4. 7. 19.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등록을
받았다. 피고들은 2007년 경부터 ”F" 또는 “G"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다수의 육
묘장 및 농가에 판매하여 오다가, 2010. 1.경부터는 ”H"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하여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품종들을 토대로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에, i) 2000년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소정의 59개 항목의 특성 중 ‘유묘:
떡잎의 크기’, ‘유묘: 배축길이’, ‘식물체: 주지의 길이’, ‘잎몸: 길이’, “잎몸: 너비‘, ’
잎몸: 길이/너비 비율‘, ’잎자루: 길이‘, ’씨방: 크기‘, ’과실: 과실자루 길이‘, ’과실:
배꼽의 크기‘, ’과실: 종자수‘의 11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
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났고, ii) 구 특성조사요령
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개정 작물특성조사요령 소정의 11개 항목의 특성 중 ’식물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 ’잎자루: 길이‘의 2개 항목에서 1계급의 차이가 나는 경
우가 있었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동일한 계급값인 것으로 나타난 사실, iii) 유
전자 분석검사 결과 위 10종의 수박 종자 사이의 유전적 유사도가 100%인 것으로
원고는

3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1항.
3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2항.
36)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http://www.seed.go.kr/newVariaty/newVariaty_01_01_04.jsp
37)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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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사실,

iv) 이 사건 재배시험 결과 위와 같이 1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항목들은 모두 양적특성으로서, 구별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최소 2계급의 차
이가 존재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 실시 품종은 이 사건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으로 판단하였다.38)
※ 참외품종 분쟁사례

2003. 8. 11. SW4 품종을 모계원종으로, G2G 품종을 부계원종으로 하여 정
교배하여 오복꿀참외의 품종을 개발한 후, 2004. 8. 3. 이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였고, 2007. 3. 30.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을 받았다. 피고 A는 칠성꿀참외 종자를 증식, 생산한 후 2007. 5.경부터 판매하
여 오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칠성꿀참외 종자를 공급받아 이를 당찬꿀
참외, 명문골드참외, 명품골드참외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였다.
원고는 2008. 4.경 피고의 참외 종자를 수집하여 자사의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
뢰하였는데, 보호품종과 DNA 마커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
은 이와 같은 DNA 분석 및 재배시험결과는 모두 원고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어렵다고 보았다.39)
한편, 원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국립종자원이
재배시험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감정신청 및 이에 따른 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
해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OOO교수가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법원은 농림
수산식품부 고시(제2010-133호) ‘종자관리요강’ 제5조 및 별표4와 국립종자원 예규
인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의 ‘구별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국립종자원의 재
배시험결과 질적 특성 1개 또는 2개 항목(종피색, 과실 최대너비의 위치)에서 한 등
급 이상의 차이가, 양적 특성 1개 항목(잎몸 엽절의 발달)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
가 나타났으므로 구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광대학교의 재배시험결과 또한
양적 특성 1개 항목(유묘의 떡잎 크기)에서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역시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0)
한편, 제1심의 국립종자원 유전자 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SSR(Simple
Sequence Repeats) 마커’를 이용하여 37개 참외 종자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
행한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의 참외는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 DNA
원고는

마커가 품종의 구별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견이 존
38) 수원지법 2011. 8. 11., 2009가합8423.
39)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40)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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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분석결과는
아직 그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NA 마커분석방법을 재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
강하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각 재배시험의 결과와 일부 어긋나
는 취지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를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
다고 판단하였다.41)

하지만,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는다.42) 예를 들면,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 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43) 이 때, 자가생산(
)을 목적으로
자가채종(
)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
서 재배 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 )하는 경우이다.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
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44)
한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
自家生産

自家採種

·

採種

·

41) 서울고법 2011. 12. 15., 2010나109260. 대법원 2013. 11. 28., 2012다6486.
4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4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4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36조(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
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
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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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45)
※ 장미품종 분쟁사례
피고들은 알려진 품종인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이 사건 보
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수확물인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하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 I.

1.

특 허 법에

의한

보호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 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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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신규 식물군 그 자체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이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을 말한다.
둘째, 신규 식물군의 그룹도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 될 수 있다.
셋째,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넷째,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식물의 번식방
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여섯째,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일곱 번째, 식물에 관한 발명으로서 유전공학 기술이 관련된 발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ＭＯＮ８９０３４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요약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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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

1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옥수수 식물로부터 유래된 조성물로서,
상기 조성물은 검출가능한 양의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를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
은 옥수수 가루, 옥수수 오일, 옥수수 케이크, 옥수수 배아, 옥수수 전분, 옥수수 분
말, 옥수수 화분, 옥수수 실크, 옥수수 담금 액, 옥수수 맥아, 옥수수 당, 옥수수시
럽, 옥수수 오일로부터 생산된 마아가린, 주정박(DDGS), 화장품 및 증량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8

다음을 포함하는,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생산 방법:

(a)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옥수수 식물을 이와 다른 옥수수 식물과
교배시키는 단계;
(b) 상기 (a)의 교배로부터 유래된 적어도 하나의 자손 식물을 얻는 단계; 및
(c) 서열번호:1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자손을 선별하는 단
계,
여기에서, 선별된 자손은 곤충 저항성 옥수수 식물이다.
청구항 10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갖는 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의 종자.
...
청구항 15
Cry2Ab 및 Cry1A.105를 코딩하는 DNA 삽입물, 서열번호:1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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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및 서열번호:2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를 포함하는, 형질
전환 곤충저항성 옥수수 식물 세포.
...
청구항 21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의 형질전환 옥수수 식물의 세포 또는 세포들 또
을 갖는

는 조직 또는 조직들을 살충 유효량으로 옥수수의 나비목 해충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곤충 침입으로부터 옥수수 식물의 보호 방법

...
27
제1의 DNA 분자 및 제2의 DNA 분자를 포함하는 한 쌍의 DNA 분자들:
여기에서, 상기 제 1의 DNA 분자 및 제2의 DNA 분자는 각각 옥수수 식물
MON89034 또는 그의 자손으로부터 추출된 DNA에 대하여 진단성인 DNA 프라이
머들 또는 프로브들로서 작용하는, 서열번호:3 또는 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의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들 또는 이들의 상보체를 포함한다.
...
청구항 31
다음을 포함하는, 옥수수 DNA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의 검출 방법:
(a) 상기 생물학적 샘플을, 제 27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한쌍의
DNA 분자들을 포함하는 DNA 프라이머 쌍과 접촉시키는 단계;
(b) 핵산 증폭 반응 조건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핵산 증폭 반응을 수행하여, DNA 증폭산물 분자를 생산하는 단계; 및
(d) 상기 DNA 증폭산물 분자를 검출하는 단계,
여기에서, 서열번호:1, 서열번호:2 및 이들의 상보체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증폭
산물의 검출은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MON89034 DNA의 존재를 나
타낸다.
...
청구항 36
옥수수 계통 MON89034 또는 그것의 자손에 대하여 특이적인 DNA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로 작용하는, 서열번호:3,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와 상동성 또는 상보성인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DNA 분자를 포
함하는 DNA 검출 키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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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한 경우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식물
에 관한 발명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그런데, 식물에 관한 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하여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
법원은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견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변종식물을 육종하여 형질을
고정시킨 경우 그 육종방법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종식물 그 자체
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49)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
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 가지를 돌연변이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50) 이와 같이 판례가 신규 식
물발명에서의 반복재현성을 신규의 변종식물을 교배 또는 돌연변이를 통하여 얻는 과정
과, 그 변종식물의 형질을 고정시켜 자손대까지 전달하는 과정 모두에 대하여 존재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51) 다만, 미생물관련발명
에서 이용되던 미생물기탁제도에 기탁대상으로 종자를 편입시킴으로써 반복재현성의 요
건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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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 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 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

」

․

․

․

「

·

·

․

」

·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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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물관련 발명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식물체에서 증식된 식물에까지 권리가 소진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특허청구항이 다항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식
물발명에 관한 청구항이 소멸된 경우 이에 관련된 다른 청구항도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
지의 여부, 식물 또는 종자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를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개
량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되는지의 여부, 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이러한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의 여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62)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
다 출원건수는 2010년 207건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건수
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2008-2014 한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08
.63)

출원건수
등록건수

2008

93
31

2009

156
12

2010

207
14

2011

170
44

2012

169
122

2013

27
183

2014

1
73

그림 2 2008-2014 한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62) 자세한 내용은 A. Bryan Endres, op. cit., p.332 이하,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5~141면 참조.
63)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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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총합계
823
479

년 5월 27일 기준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
A01H-004(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2008-2014 한국특허 IPC 현황

국내 특허의 주요 출원인으로는 외국계 기업(다우, 세미니스, 몬산토)을 제외하면, 공공
연구소 및 대학, 국가기관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2008-2014 한국특허 주요 출원인

I II .

식 물신 품 종보 호 법과

특허법

보호 체 계의

비교

보호대상에 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을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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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특허법은 발명,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육종방법이나 식물의 유전자, 식물세
포, 품종보다 상위 개념인 종과 속에 속한 식물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요건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방식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심사절차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품
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등록요건의 하나로 신규성을 요구하면서 경우에 따라 일정한 예
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서의 신규성 개념은 그 의미가 다르
며, 예외사유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심사절차에서도 특허법은 서류심사를 원칙
으로 하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은 재배심사를 통해 판
단하며, 재배심사를 위해 출원서류에 종자시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23 -

표 3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비교 (특허청)
구

분

특

허

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신규식물
․품종, 품종의 그룹
보호대상

․유전자

식물의 품종

․식물세포, 세포주

(2012년 전작물로 확대)

․식물의 일부(화분, 씨 등)
․육종방법, 재배방법 등
심사절차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경과후 공개

출원등록 시 즉시공개

심사청구제도의 존재

심사청구제도의 부존재

등록공고제도의 존재

출원공고제도의 존재
신규성(상업적 신규성)

발명의 성립성(반복재현성)

구별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유용성)

균일성

신규성
보호요건

안정성

진보성

고유한 품종의 명칭

※ 보호요건상 가장 큰 차이점
① 특허법은 진보성이 있어야 하나, 식물신품종보호법은 구별성만 있으면 됨(즉, 작
은 차이도 보호 가능)
② 유전자 조작방법은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 가능

출원계속
중 절차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특허,
․조약우선권주장의 1국출원의 대상은 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임.
종보호출원으로 한정
․변경출원제도의 존재
․변경출원제도의 부존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의 시기적 요건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임.
은 신규성 상실일부터 1년
․보정은 특허등록여부결정통지서 송달전 또 ․보정은 출원공고결정등본송달 전․후의 기
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의견
간에 가능하다.
제출통지기간내에 가능.

심사방법
권리의
효력
보호기간

서류심사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종자의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
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을 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로 본다.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20년(임목은 25년)

침해시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민사․형사상 처벌
․자가생산을 목적으로한 자가채종

권리보호의
예외

․자가소비를 목적으로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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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제1절 미국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무성번식식물은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유성번식식물은 식물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에 의해
보호해 왔으며, 2001년 미국 대법원은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판결에서 일반 특허권(utility Patent)에 의해서도 식물신품종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64)
I.

식 물특 허 법

세기 초까지 미국 정부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
해 왔다. 이후 미국의 종자회사들은 미국종자거래협회(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이하 ‘ASTA')를 조직하고 정부의 농부에 대한 무상의 종자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는 농부들에 대한 종자 무상제공을 단
계적으로 중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잡종개발연구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밀과 같은 주
요 식량의 잡종화는 쉽지 않았고 이러한 품종의 이용과 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
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5)
미국의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 PPA)은 미국 특허법 내의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이다. 식물특허법이 채택되기까지는 식물발명의 특허보호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까
지 인공육종식물을 포함한 식물은 자연물로서 인정되어 특허보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는 인식이 넓게 존재하고 있었고, 식물이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서의 기재 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연방의회는 식물육종가가
기여한 공헌, 특히 농업과 원예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법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1930년 식물특허법(The Plant Patent Act)을 채택하였다. 처음에 종자회사들은 유
성번식과 무성번식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 체계를 통해 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하지
만, 이러한 시도가 쉽지 않음을 알고, 무성 번식하는 식물에 한정하여 식물특허법 제정에
성공하였다.66)
20

「

」

64)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534 U.S. 124 (2001).
6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6면
66)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http://www.repository.law.indiana.edu/facpub/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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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은 제161조부터 제164조까지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의 대
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
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
물품종”이며, 이러한 식물품종을 발명 또는 발견하고 그것을 무성시킨 자는 식물특허법에
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품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67)
일반특허의 요건인 신규성, 유용성, 비자명성이 식물특허에서도 요구되지만, 식물특허에
서는 실질적으로 신규성, 구별성(Distinctness)을 요구하고 있다. 식물특허의 구별성이란
그 식물이 다른 기존의 식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심사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다른 식물보다 우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품종과 현저하게 구
별할 수 있으면 족하다. 즉, 일반특허에서의 유용성, 비자명성 요건이 식물특허에서는 구
별성 요건으로 치환되었다.
식물특허는 명세서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완전하다면, 제112조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청구항은 해당 식물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68) 일반
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112조에 규정된 명세서의 “완비, 명확, 간결
및 정확”요건은 식물특허에서는 특허법 제1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서의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일반특허에서 요구하는 실시가능성(Enablement)은 요
구되지 아니하고,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new matter)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물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69) 동 규정에 의하면, 식
물특허권자는 등록된 무성번식식물에 대해 타인이 그 식물을 무성번식시키는 것과 그 무
성번식시킨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를 사용, 판매를 위한 양도,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배
67)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68) 35 U.S.C. 162 Description, claim.
No plant pat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for noncompliance with section 112 of this title if the description
is as complete as is reasonably possible.
The claim in the specification shall be in formal terms to the plant shown and described.
69) 35 U.S.C. 163 Grant.
In the case of a plant patent, the grant shall include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asexually reproducing
the plant, and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of its par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from import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parts thereof, in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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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다.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생산’이라는 개념 대신 ‘번식(reproduc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 존속기간은 일반특허와 동일하게 특허출원일
로부터 20년간이다.
년 이후 미국 식물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70) 1960년대 매년 100
여 건에 머물던 식물특허 출원은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400건을 넘어섰다.
표 4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연도
출원
등록
연도
출원
등록
1963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45
120
108
104
103
95
111
188
155
135
118
155
150
175
188
194
196
220
178
188
255
253
231
320
385
377

129
128
120
114
85
72
103
52
71
199
132
261
150
176
173
186
131
117
183
173
197
212
242
224
229
42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83
418
463
354
361
459
452
665
621
720
863
797
944
1,144
1,000
1,221
1,222
1,151
1,049
1,209
959
992
1,139
1,149
1,406

587
318
353
321
442
499
387
362
394
561
420
548
584
1,133
994
1,016
716
1,149
1,047
1,240
1,009
981
823
860
847

70) 미국 특허청의 특허통계(http://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us_stat.htm) 중 식물특허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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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년까지의 국가별 미국 식물특허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71) 미국 이외에 네덜란드
와 독일이 상당한 출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미국 식물특허의 국가별 현황
2013

Country of Origin
U.S. origin
Netherlands
Germany
Japan
Denmark
United Kingdom
France
Australia
Israel
Belgium

I I.

Number of grants
7,580
2,925
2,174
844
709
706
548
516
338
272

식 물 품종 보 호법 (PV PA )

미국의 식물신품종 보호는 무성생식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특허제도에 의해 보호
되어 왔기 때문에 식물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PVPA)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유성생식 식물에 대한 보호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식물품종보호법은 1970년 제
정된 것으로 이는 유성번식을 하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미국은 1981년
UPOV에 가입하면서 본 법을 1994년에 개정하였고, UPOV 1991 조약에는 1999년에 가입
71)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56674/number-of-plant-patent-grants-in-the-us-by-country-of-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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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품종의 구비요건은 신규성, 구별성(Distin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을 갖
추어야 하며, 특히,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의 3가지 요건이 보호요건의 핵심을 이룬다.72)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비자명성 요건과 공개(disclosure)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육성된 신
품종이 품종으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고 등록요건인 품종의 명칭과 상업적 신규성이 인정
되면 식물품종보호증서(Plant Variety Protection Certificates, PVPCs)를 받을 수 있다.
보호품종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을 판매 또는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 증식,
잡종 또는 다른 품종의 생산에 사용, 조제, 비축하는 등의 행위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
해가 된다.73)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된 품종을 증식하는 행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
의 사용,74) 농부의 자가채종을 위한 저장행위,75) 다른 식물의 육종이나 선의의 연구 목적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76)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PVP 등록 현황은 미국 농업부(
의 식물품종보
호 사무국(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77) 다음 그림
은 19730년부터 2008년까지의 식물특허 출원, PVP 출원, 일반 특허 출원의 동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6 미국 식물품종 관련 권리의 출원 동향 (Philip Pardey, 20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72)
73)
74)
75)
76)
77)

7 U.S.C. §2402 - Right to plant variety protection; plant varieties protectable.
7 U.S.C. §2541 -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7 U.S.C. §2541(e)
7 U.S.C. §2543 -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7 U.S.C. §2544 - Research exemption.
http://www.ars-grin.gov/cgi-bin/npgs/html/pvplis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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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품종 관련 권리의 주요 출원인을 보여주고
있다.78)
그림 7 미국 식물품종 관련 권리의 주요 출원인 (Philip Pardey, 2013)

78) Philip Pardey et al., "The evolving landscape of plant varieta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1930–2008",
nature biotechnology 31, 25-29 (2013)
http://www.nature.com/nbt/journal/v31/n1/full/nbt.2467.html?WT.ec_id=NBT-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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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

일반

특허 법

식물의 품종에 관한 발명이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제161조 내지 제164조) 이외에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미국 특허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미국 특허청과 법원은 식물의 품종은 자연의 섭리에 의한 생산물이
므로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식물에 관한 발명도 일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
히 하였고, 미국 특허청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79)
Ex Parte Hibberd 사건
1985년 미국 특허청은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강화된 수준의 트립토판, 아미노
산을 포함한 옥수수류 작물은 미국특허법 제101조에 의하여 특허가 가능하다 하더
※ 判例

라도 식물들은 이전의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특
허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미국 특허심판소(BPAI)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후에 심사관과 의견을 달리하였고 식물, 변종, 종묘 그리고 식
물의 조직 배양균은 일반특허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API는

하나의 법률적인 보호 형태의 유용성은 여타의 보호형태의 유용성을 배제하지 못한
다고 본 것이다.80)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81)
Pioneer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거 동종 및 잡종 옥수수 종자 제품을 제조, 사
용,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제공할 수 있는 17개의 일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Pioneer는 단지 곡물의 생산만 가능하고, 번식 또는 종자증식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종과 잡종 생산 개발은 제한하는 조건으로 특허된 잡종 종자를 판매하였다. J.
E. M. Ag Supply는 Farm Advantage와 거래를 하면서 Pioneer로부터 특허된 종자
를 계약조건하에 구입하여 다시 재판매 하였다. Pioneer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Farm Advantage, 배포자 및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Farm
Advantage는 Pioneer의 옥수수식물과 같은 유성 번식 식물은 특허법 제101조에 의
※ 判例

79) 이윤원, 앞의 보고서, 22면 참조.
80) 227 USPQ 443, PTO Bd. Pat. App.& Int, 1985
81)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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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Farm

Advantage는 식물특허법(PPA)과 식물품종보호법(PVPA)은 식물의 보호를 위한 배
타적인 수단을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법령들은 특허법 제101조보다 구
체적이고 특별한 취급을 위해 특허법 제101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법원은 약식판결로 Diamond v. Chakrabarty 판결에 의하면 식물발명도 101조
에 명백히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 제정시 의회
는 식물을 101조의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백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
히, 지방법원은 더욱 구체적인 PVPA법을 통과시키면서 특허법 제101조를 암시적으
로 폐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양 법률간에 양립할 수 없는 충돌은 없기 때
문이다. 연방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반소 기각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J. E. M. Ag
Supply가 상고를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은 다른 사람이 식물 또는 식물품종을
번식, 판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식물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의 어떤 문구도 식물특허법의 무성번식식물에 대한 보호
가 배타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은 별도로
식물특허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일반특허의 규정(35

U.S.C. §101)이 적용
된다. 미국 특허청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Diamond v. Chakravarty 사건 이후,
1985년의 Ex parte Hibberd 사건에서, 무성번식식물이든지 유성번식식물이든지 식
물은 모두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된 특허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보호대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 하여 식물체를 제품(manufacture) 내지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로 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식물특허가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은 제
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식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특허는 유성·무성번식식물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82)

새로운 식물품종이 일반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면,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이 제기되지만, J.E.M. v. Pioneer 사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특허와 품종보호권
간의 관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다.83) 다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Bowman v. Monsanto co. et al 사례에서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장을 보다 상세
82) http://newip.biz/interest/?type=view&gkind=7&interestkind=58&index=1367&page=1의 번역 참조.
83) Mark D. Janis et 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Plant Innovation: Unresolved Issues After J.E.M.
v. Pioneer", Illinois Public Law and Legal Theory Research Papers Series, Research Paper No. 03-01,
February 10, 2003 http://papers.ssrn.com/abstract=37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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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여주고 있다.84) 피고 농부는 몬산토의 Roundup Ready 유전자변형 콩을 몬산토가
아닌 다른 곡물창고(elevator)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농장에 심고 수확한 콩을 저장하는
식으로 수년간 콩을 재배했다. 몬산토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는 몬산토가 유전
자변형 콩을 판매한 때부터 특허권이 소진(exhaustion)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부가 유전자변형 콩을 처음 구매하고, 재배하여 수확한 콩을 소비했거나 팔았다면, 특
허권 소진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피고는 수확한 콩을 저장한 후, 이 저장했던 콩으로 ‘다
른 유전자변형 콩을 재생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재생산한 과정에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5)
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출원 건수는 미국 메이저 기업의 출원 둔화에 따라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등록 건수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08

출원건수
등록건수

2008

2,410
1,848

2009

2,210
1,761

2010

2,550
2,014

2011

2,268
2,266

그림 8 2008-2014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12

2,013
3,021

2013

343
3,352

2014

2
1,207
* 2014

총합계
11,796
15,469

년 5월 27일 기준

84)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85) 최영란, “특허권 침해: 특허권 소진되지 않은 몬산토의 유전자재조합식품 주의”, 과학기술법연구, 19권 3호, 한남대
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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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1(육종처리 기술), C12N-015(돌연변
이 또는 유전공학)가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2008-2014 미국특허 IPC 현황

주요 출원인들로는 파이오니어(듀퐁), 몬산토, 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출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2008-2014 미국특허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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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럽

유럽의 경우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특허
조약은 식물 품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1
년 UPOV 조약은 식물품종에 대하여 특허법과 특별법에 의한 이중보호를 금지하고 있었
고,86) 이를 반영하여 1973년 유럽특허조약(EPC)은 식물의 신품종과 식물을 생산하기 위
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미생물학적 방법과 그로 인한 생산물은 제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87) 하지만, 생명공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보호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고, 1991년에 개정된 UPOV 조약은 이중보호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에 따라,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운용을 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

유럽 연 합

식물 품 종보 호 제도 (C PVR )

유럽에서의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는 개별 국가 내에서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통한
보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ommunity Plant
Varieties Rights: CPVR)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는 EC
Council Regulation No 2100/94를 근거로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를 통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3,000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누적 CPVR 개수는 20,000건을 넘어섰다.
CPVO

86) UPOV(1961), Article 2 [Forms of Protection; Meaning of "Variety"]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s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word "variety" applies to any cultivar, clone, line, stock or
hybrid which is capable of cultivation and which satisfi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c) and (d) of
Article 6.
87) EPC(1973),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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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PVR 출원동향, CPVO Annual Report 2013.

그림 12 누적 CPVR 개수, CPVO Annual Report 2013.

반면, CPVO를 통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를 통한 출원은 급속히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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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8)
표 7 CPVO 이후 개별 국가에서의 출원수 변화
Country
Netherlands
France
Poland
Germany
United Kingdom
Spain
Hungary
Czech Republic
Italy

1994
1.541
866
278
1.091
582
213
73
120
298

1995
1.183
676
276
596
322
116
169
112
n/a

2004
461
257
249
213
165
79
58
50
43

년 출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출원수를 살펴보면, 화훼작물을 포함한 Ornamental 분
야가 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업분야가 800건(24%), 채소분야가
건
과수분야가 255건(8%)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 2013년 분야별 출원 현황
2013
1,655
587 (18%),

농업 분야 및 채소 분야의 주요 출원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88)

http://www.seedquest.com/forum/k/KiewietBart/feb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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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EU회원국 및 비회원국들 중 주요 출원국들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 38 -

I I.

특허법

보호 체 계

유럽은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특허체계에 의한 보호
를 인정하지 않았다.89) 유럽특허조약 제53조는 특허성의 예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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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는 그 공개나 실시가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을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에서는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혹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PC 제53조(b)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Novartis 사례91)에서 유
럽특허청 확대심판부는 제53조(b)항의 입법취지가 당시의 UPOV 조약의 이중보호 금지규
정에 저촉되는 식물변종은 불특허 대상으로 하되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
는 발명은 다른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한 특허를 인정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식물변종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변종을 한정하여 청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92)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기술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투자를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
서 관련 발명을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생명공학지
침을 제정하였다.93)
회원국들은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그 발명이 생물학적 물
질94)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물
(a)

90)

89)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ⅰ) 생명체에 대하여 특허
를 부여하는 것이 윤리성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생각, ⅱ) 식물은 생명현상으로서 자기증식을 하는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물신품종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견해, ⅲ) 식물의 자연현상에 어떠한 조작을 통하여 신품종을 개발하
였다 하더라도 기후, 토지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후대에서는 반복재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설령 반복재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하기가 곤란하여 특허제도를 생물에 적용하여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태도
를 취하였고, ⅳ) 정책적으로는 식물특허가능성 자체보다는 식물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입법간의 조화라는 시대적으로
특수한 배경 때문에 특허의 보호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윤원, 앞의보고서, 6면.
90)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91) G1/98 (REF. 10) http://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g980001ep1.html
92) 이윤원, 앞의보고서, 39면.
93)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98L0044
94)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이란 유전정보를 포함하며 생물계 내에서 스스로 복제하거나 또는 복제될 수 있
는 물질을 말한다.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이 전적으로 교배나 선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본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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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생산, 처리 혹은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경우라 하여도 특허성을 인정해야 한다.95)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생물학적 물질은, 비록
이전에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96) 하지만, (a)
식물 및 동물의 품종이거나, (b)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
법인 경우에는 특허성이 없다.97) 다만, 식물 또는 동물과 관련된 발명은 그 발명의 기술
적 실현가능성이 특정한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성이 있으
며,98) 미생물학적 방법99)이나 기타 기술적 방법, 또는 이들 방법에 의하여 얻은 생산물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100)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특허는 그 생물학적 물질을 번식이나 증식하여 얻은 동일한 특
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 생물학적 물질
의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는 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과 번식이
나 증식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101) 또한, 유전정보로 구성되어 있거나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에 대한 특허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생산물이 결합되
어 있거나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물질에까지 미친다.102) 다만,
생물학적 물질이 특허권자나 그의 동의에 의하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시장에 반입된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을 계속하여 번식이나 증식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물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번식이나 증식으로 얻은 물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03)
로 생물학적인 것에 해당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a) 및 제2항.
95)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1항.
96)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2항.
97)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1항.
98)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2항.
99) 미생물학적 방법(microbiological process)이란 미생물학적 물질에 이용되거나 미생물학적 물질에 의하여 수행되거
나 또는 미생물학적 물질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b)
100)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3항.
101) 생명공학지침 제8조.
102) 생명공학지침 제9조.
10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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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산토

DNA 분자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의 판결104)

몬산토는 세 종류의 박테리아로부터 추출한 효소의 유전자를 통해 콩과 식물의 유
전자를 변형시켜 라운드업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형질전환된 콩을 만들었다. 몬산

1990년 8월 미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이듬해 PCT를 통해 유럽에서
도 특허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특허를 얻지 못했는데, 아르헨티
나에서는 전체 재배되는 콩의 95%가 RR로 대체되어, 그 경작 면적이 4,300만 에이
커에 달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2005년 이후 특허권이 없는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RR콩을 가공하
여 제조한 식품을 유럽으로 수입하였다. 특허권자인 몬산토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헤이그 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처분을 신청하였다.
몬산토가 1996년 유럽특허청에서 특허결정 받은 EP 546090호 특허의 청구범위 제1
항은 ‘제2류(Class II) EPSPS 효소를 coding하는 DNA서열’로서 특정 단백질 서열을
갖는 것을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다. 원고는 아르헨티나산 두유에서 추출한 유전
자가 ‘090 유럽 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두유제품이 RR 콩을 원료로 제도된 점은 인정하였으니, 몬산토의 DNA
분자 특허의 효력이 식물이나 콩에는 미칠 수 있으나, 콩 가공 제품인 두유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된 DNA의 특징이 잡초를 죽이는 글리포세이트
라는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점에 있는데, 두유제품에 제초제 내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유럽 공동체는 생물학적 발명
의 특허요건과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1998년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기준(Directive
98/44)을 제시했는데, 동 사건은 이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헤이그 지방법원은
Directive 98/44의 해석을 유럽사법법원(ECJ)에 의뢰하였다.
토는 이 발명을

원칙적으로 물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피고의 물건이 원고의 특허권에 기재된
물건과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 물건이 제조 되어진 방법이나 사용방법,
용도 등에 무관하게 특허침해품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하여, 유럽 연합 생명공학지
침에서는 유전정보를 포함한 제품의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유전정보가 기능을 수
행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였다. 만일 유럽연합의 특허보호지침이 물건 특허권에 대
해 제한 해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와 상충되는 국내법의 제정 및 집행이 허용될

ECJ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EU의 해석지침이 ‘철저한 조
화(exhaustive harmonization)'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EU 전
수 있는가에 대해

104) 김성기, “DNA 분자 특허의 효력”,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53447&kind=ba09&pag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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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국에 걸쳐 유효하고 조화된 보호가 가능해야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가맹국 간에 보호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이 차이가 생기면 역내 상
거래에 장벽이 생겨나 시장 통합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는 점, 가맹국 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면 그러한 상거래에 대한 제약은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들었
다.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피고들은 ‘단순한 DNA 서열(a mere DNA sequence)'은 특허 가능한 발명이 아니
라고 규정한 유럽해석지침의 전문 제23항을 인용하면서, DNA 분자가 특허성을 인
정받으려면 구조만으로 특정해서는 부족하고 기능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특허권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본 사건 제품인 두유에서는 특허 받은 유전자가 제초
제 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이 상실된 두
유제품이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두유의 원료인 형질 전환된 콩이 특허 받은 특정 유전자를 포함
하는 종자로부터 재배된 것이고 따라서 두유가 특허 받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
며, 두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가 특허된

DNA의 제초제 내성이라는 특정

기능을 발휘하여 성장된 것이며, 또한 두유 형태로 가공된 제품에서도 유전자를 분
리해 낼 수 있으며 이 유전자를 또 살아 있는 유기체의 세포에 삽입하면 제초제 내
성이 다시 발휘될 수 있으므로, 두유에 남아있는 콩 유전자가 유럽해석지침이 규정
한 기능발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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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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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08

출원건수
등록건수

2008

276
4

2009

215
6

2010

177
28

2011

167
45

2012

78
52

그림 18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13

0
64

2014

0
23

* 2014

총합계
915
222

년 5월 27일 기준

108)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항.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109) 생명공학지침 제12조 3항.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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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PC를 살펴보면,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A01H-001(육종처리
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IPC 현황

주요 출원인으로는 다국적 종자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BASF(독일), 신젠타(스위스), Rijk Zwaan(네덜란드) 등 유럽에 본사를 둔 종자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림 20 2008-2014 유럽연합 특허 주요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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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I.

종묘 법

일본은
을 통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1947년 종묘법을 제정하였으며,
1982년에 1978년 UPOV 조약에 가입하였고, 1998년에 1991년 UPOV 조약에 가입하였다.
種苗法

일본 종묘법의 변천110)

1978년
1982년
1998년

품종보호제도의 개시

UPOV조약(식물신품종보호국제조약)가입
육성자권을 명문화하는 등 권리의 확충
전 식물로 보호대상 확대

2003년

수확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형벌의 대상에 추가
법인의 벌금 상한액을１억엔으로 인상

2005년

육성자권의 존속기간 연장
육성자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공품까지 확대

종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란 ‘중요한 형질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부 또는 일

부에 의하여 다른 식물체의 집합과 구별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특성의 전부를
유지하면서 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식물체의 집합’을 말한다.111) 이와 같은 품
종 중에서 품종등록 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 있어서 공공연히 알려진
다른 품종과 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고, 동일한 번식 단
계에 속하는 식물체의 모두가 특성의 전부에 있어서 충분히 유사하며, 반복하여
번식시켜도 특성의 전부가 변화하지 않는 품종은 품종등록을 받을 수 있다112)

품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육성자권을 갖게 되며, 육성자권을 갖는 자는 등록
품종 및 해당 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업으로서 이용
110) 일본 농림수산성, 2007. 1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http://www.seed.go.kr/administration/overseas/overseas_view.jsp?seq=75&npage=6&category=0&key=&keyword=
111) 일본 종묘법 제2조 2호.
112) 일본 종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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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리를 독점한다.113) 이 때 품종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그 품종의 종묘(식물체의 전
부 또는 일부로서 번식에 사용되는 것)를 생산, 조정( ), 양도의 신청, 양도, 수출, 수입
하거나 또는 이 행위들을 할 목적을 가지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확물 및 가공품에
관한 이와 같은 행위들도 포함한다.114)
하지만, 육성자권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된다. 예를 들면,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에는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농업자가 등록
품종의 종묘를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서 종묘로 이용하
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외되기는 하지만, 그
調整

것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아래표와 같이 성령으로 정하는 영양번식을 하는 식물품종에 대해서는 육성자권의 효력
이 미친다.115)

알스트로메리아, 오돈토글롯섬(オドントグロッサム), 온시디움,
안개초,
카틀레아, 거베라, 칼랑코에, 크레마티스, 게발선인장, 심비
초화류(19종류) 디움, 센타폴리아,
튜울립, 덴드로비움, 패랭이꽃, 페튜니아, 펠라고니
움, 봉선화, 제비붓꽃, 카네이션
관상수(3종류)

수국, 장미, 포인세티아

버섯류(1종류)

표고버섯

일본에서의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116) 1978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2007년 출원 및 등록 건수 각각 1,533건 및 1,432건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3)
114)
115)
116)

일본 종묘법 제20조.
일본 종묘법 제2조 5호.
일본 종묘법 제21조.
http://www.hinsyu.maff.go.jp/tokei/contents/2_2014suii.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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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
년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출원
13
103
168
286
255
347
354
377
388
463
586
497
623
783
780
750
983
960

등록
0
47
51
140
151
196
236
197
295
300
298
237
478
477
468
478
479
536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원
1,027
1,043

878
821
942
1,157
1,002
1,280
1,337
1,385
1,290
1,533
1,246
1,112
1,013
1,117
1,162
1,027

등록
540
779
784
954
905
1,210
1,119

698
1,132
1,110
1,235
1,432
1,192
1,355
1,270

964
812
830

그림 21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출원인으로는 식용작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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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류, 관상류, 과수, 야채의 경우에는 종묘회사나 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117)
그림 22 작물 종류별 출원인 유형에 따른 출원 건수

I I.

특허법

일본은 1885년 특허법 제정 이후 특별한 제한규정 없이 신규 식물이나 식물소재의 생
물학적 육종방법 등 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으로 보호되도록 하고 있었다. 다
만, 과거 일본에서는 식물신품종의 발명은 육종과정의 반복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특허성
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특허법의 확충 추세에 부응하여, 1975년 산업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식물신품
종의 경우 육종과정의 재현 확률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론적 반복가능성 이
있으면 식물의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때 부터 식물에 대한 특허가 실질적으로 확
대되기 시작하였다.118)
종자 관련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출원 건수에 의해 등록
「

」

117) http://www.hinsyu.maff.go.jp/tokei/contents/3_2014gyoshubetsu.pdf 참조.
118)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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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원 건수는 정체 및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출원건수
등록건수

2008

206
19

2009

169
21

2010

200
26

2011

142
52

그림 23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12

95
78

2013

41
83

2014

1
14

* 2014

총합계
854
293

년 5월 27일 기준

주요 IPC를 살펴보면,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밖에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A01H-001(육종처리
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IPC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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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요 다국적 종자기업의 출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2008-2014 일본특허 주요 출원인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중국 국무원은 199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조례를 공포하였고, 농업부는
1999년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UPOV(1978년판) 조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은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종자산업 기술시장의 형성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119)120)

119)
http://www.krei.re.kr/web/www/50;jsessionid=FFF76324F6728A03EBF723B0F3B1F3C4?p_p_id=EXT_BBS&p_p_
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
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15809
120)
http://www.seed.go.kr/administration/overseas/overseas_view.jsp?seq=40&npage=16&category=0&key=&keyw
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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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국의 종자관련 규범의 역사 (국립종자원, 2003)
공포일시

관련법규 및 통과 안건

1989. 3.13.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 조례>

공포기관
국무원

1997. 3.20.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국무원령 제213호령
1997. 9.8.

1997년10월1일부터 시행

농업부, 국가계획위원회,
<외국이 투자한 농작물종자기업 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사비준과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국

1998. 8.29. UPOV 가입을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1978년 협약)에 가입
원회 제4차 전체회의

1999. 4.23.
1999. 6.16.

비고

UPOV 정식회원국이 됨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
농업부령 제13호령
례실시세칙>(농업 및 임업부문)

2000. 7.8.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주요농작물 품종심사 방법>

공포 즉시 시행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0월 1l일부터 시행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농업부령 제44호령

<농작물종자 생산판매허가증 관리방법> 농업부령 제48호령
2001. 2.26. <농작물종자 상표관리 방법>

농업부령 제49호령

<농작물 상품종자 가공포장 규정>

농업부령 제50호령

<주요농작물 범위 규정>

농업부령 제51호령

식물신품종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이 참신성,121) 특이성,122)
일치성123) 및 안정성124)을 갖추어야 한다(제2조).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121) 참신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적이 없거나, 육종자의 허가
를 받아 중국국내에서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국외에서 등과식물 林木, 과수와
관상수목, 품종번식재료를 판매한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기타 식물품종번식재료 판매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4조.
122) 특이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식물품종과 명백하게 구분되
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5조.
123) 일치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번식을 거쳐 예견할 수 있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그것과 관련된 특징
또는 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6조.
124) 안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반복번식을 거친 후 또는 특정번식 주기가 종료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특정 또는 특성이 보존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7조.

- 53 -

에 의하면, 농업식물신품종은 식량, 목화, 유지류, 마류, 당류, 채소(메론 포함), 담배, 뽕나
무, 차나무, 과수(견과류 제외), 관상식물(목본제외), 초화류, 녹비작물, 초본성 약재 등 식
물과 고무 등 열대작물의 신품종을 포함한다(제2조).
품종권을 취득한 경우, 권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
한다. 어떤 개인 또는 도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업목적으로 당해 권
한을 부여받은 품종의 번식재료125)를 중복하여 또 다른 번식재료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126) 다만, i)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을 이용한 육종 및 기타 연구활동이나, ii) 농민 자신
이 번식하여 번식재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127)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승인기관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서도, 타인이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불허하는 경우, 또는 중요 농작물 품종
일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수요를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에 농업부가
생산, 판매 등 신품종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9)
한편, 2007년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물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신품
종보호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1조), 권리자
의 허락 없이 상업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매매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 등록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정된다(제2조).130)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문제에
單位

125) 조례에서 번식재료라 함은 식물의 번식을 위한 종자와 식물체의 전체 부분으로 과실, 뿌리, 줄기, 묘, 잎, 싹(눈) 등
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5조
126)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6조.
127)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0조.
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1조.
129)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12조.
130) 품종권 침해로 고발된 품종의 특징과 특성이 보호품종의 특징, 특성과 같거나 이들 특징과 특성의 불일치가 유전적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로 고발된 품종이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
재료를 생산,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품종보호권 침해로 고발된 자가 중복적으로 양친 또는 기타친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상업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을 위해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다. 동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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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정을 요구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검정자격이 있는 기관과 검정인
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과
검정인에 의해 검정하게 된다(제3조). 검정은 포장관찰, DNA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으며, 검정 결과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그 증명결과를 인정한다(제4
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침해를 당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를 당한자가 라이선스 비용에 근거하
여 청구한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아울
러, 이러한 방법으로 배상금액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 기간, 후효과, 라이선
스 금액,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와, 침해의 조사 및 저지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50만 위엔 이하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제6조).131)
중국의 식물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과, 작물별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132)

13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http://www.seed.go.kr/administration/overseas/overseas_view.jsp?seq=80&npage=4&category=0&key=&keyword=
132) Min Song, "Development of Seed industry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in China", China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CCIPA)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C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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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에 의한 보호

중국 특허법은 제25조에서 i) 과학발견, ii)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 iii)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iv) 동물 및 식물 품종, v) 원자핵 변환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물질에 대해
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
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3) 이와 같은 생산방법이 특허가능한 대상이
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essentialy biological proceses)”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 생산 프로세스의 결과나 효과를 이루는데 결정적
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의 육종방법, 세포수준 이하의 식물재
료, 번식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 식물재료(조직, 기관) 등에는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단일 식물, 식물의 번식재료(종자 등)와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식물품종의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만, 세포, 조직, 식물의 기관들은 식물의 품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취급
한다. 반대로, 유전자변형(GMO) 식물이나 식물 자체와 세포수준 이상의 번식재료는 일반
적으로 식물품종의 범주 내로 취급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4)
133) 중국 특허법 제25조.
134)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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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종자 관련 중국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원건수와 등록
건수 모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2008

출원건수
등록건수

2008

599
114

2009

679
93

2010

1,005
203

2011

1,206
388

그림 28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12

1,288
718

2013

1,416
860

2014

40
222

* 2014

총합계
6,233
2,598

년 5월 27일 기준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4/00(Plant reproduction by tissue culture techniques)이
가장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01H-001/02(Methods or apparatus for
hybridisation; Artificial pollination),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 공학) 등이 중요한 분
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9 2008-2014 중국특허 IPC 현황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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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의 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종자 기업보
다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2008-2014 중국특허 주요 출원인

I I.

1.

동 남 아시 아

베트남

베트남은 2001년부터 식물품종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6
년 UPOV 조약에 6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135) 현재,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는 지식
재산법 4부(Part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36)
품종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장관이 공표한 보호품종 목록에 속한 품종 중에서 신
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거래에 있어서 신규한 것이어야 한
다.137) 품종보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신품종보호사무소(New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로 제출한다.
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증식,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
는 마케팅, 수출, 수입행위와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한 저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135) http://www.upov.int/export/sites/upov/news/en/gazette/pdf/gazette_100.pdf
136) INTELLECTUAL PROPERTY LAW (Law No. 50/2005/QH11)
http://www.upov.org/export/sites/upov/en/publications/npvlaws/Viet_Nam/viet_nam_law_50_2005_qh11.pdf
137) Ibid., Article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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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38) 하지만, i)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ii) 육
종,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 품종을 이용하는 행위, iii) 보호품종과 구별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만들기 위한 행위, iv) 자가 채종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139)
국가 안보, 질병 방지, 국민 건강 등의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품종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이나 기타 상업적 요건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경쟁법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로 판단된 경우 등에는 강제실시권을 요청할
수 있다.140)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141)

2.

태국

태국은 1999년부터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142) 태국의 식물품종
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UPOV 체계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
138) Ibid., Article 186.
139) Ibid., Article 190.
140) Ibid., Article 195 이하 참조.
141) ĐINH THỊ. LAN HƯƠNG, "SEED INDUSTRY IN VIETNAM", Southern Centre for Variety Evaluation and
Seed Certification
142) 태국의 신품종보호법에 대한 영어 번역본(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은 아래의 사이트 참조.
http://www.seed.or.th/english/documents_eng/plant_varieties_protection_act_be_25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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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지역품종(domestic
다는 점이다.143)
(CBD)

variety)

및 야생품종(wild

까지 보호하고 있

variety)

동 법에 의한 식물 품종이기 위해서는 균일성, 안정성 및 구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
며, 다만, 야생 식물 품종(wild plant variety)에 대해서는 균일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다.144) 유전자 변형 식물도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환경, 건강, 공공
복지에 해가 없다는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검사는 농림부 혹은 식물품종보호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행한다.145)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생산, 판매, 배포, 수입, 수출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146)
한편, 태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식물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으로 등록되
지 않은 품종은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으로 등록할 수 있다.147)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이 등록된 경우, 해당 locality는 해당 품종
을 생산, 연구, 판매, 수출 또는 배포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국내지역식물품종 등록
증서가 부여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농민그룹 또는 co-operative는 해당 식물 품종의
locality로서 권리자가 된다.148)
143)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44)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Section 11.
145) Ibid., Section 13.
146) Ibid., Section 33.
147) Ibid., Section 43. A plant variety capable of registration as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this Act
shall be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1) being a plant variety existing only in a particular locality within the Kingdom;
(2) being a plant variety not registered as a new plant variety.
148) Ibid., Section 47. When registration has been made for the protection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of
any locality, that locality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study, conduct an experiment or
research in, produce, sell, export or distribute by any means the propagating material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farmers' group or co-operative to which the certific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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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이나 국내지역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의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있
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권리자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149)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된 품종은 총 179개이며, 작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150)

3.

필리핀

필리핀은 2002년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식물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동 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1)
신품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152) 보호기간은 수목과 포도나무의 경우 권리가 부여된 날로부터 25년이며,
나머지 식물은 권리 부여일부터 20년이다.153)
registration of the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has been granted shall be the right holder of such plant
variety in the name of the said locality. ...
149) Ibid., Section 61. In the case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e right holder of a new
plant variety or the right holder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section 33 or section 47, as the
case may be, the Court has the power to order the person committing the infringement to pay the right
holder such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gravity of the
damage and loss of benefits, as well as the cost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rights of the right
holder.
150)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51) Philippin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of 2002 (Republic Act No. 9168)
AN ACT TO PROVIDE PROTECTION TO NEW PLANT VARIETIES, ESTABLISHING A NATIONAL PLANT
VARIETY PROTECTION BOARD AND FOR OTHER PURPOSES
http://www.wipo.int/edocs/lexdocs/laws/en/ph/ph068en.pdf
152) Ibid., Section 4.
153) Ibid., Sec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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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는
마케팅, 수출, 수입 행위와, 이상의 행위를 위한 저장행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154) 다만,
비상업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 농부가 그
들의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 사용, 교환, 공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5)
식물품종보호법의 담당기관은 농업부 내의 식물품종보호사무소(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이다. PVP 사무소는 품종보호출원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며, 강제실
시권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품종보호 증서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03년
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출원 동향과 작물별 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다.156)

154) Ibid., Section 36.
155) Ibid., Seciton 43.
156) “Philippines Country Reoprt", Bureau of Plant Industry, National Seed Quality Control Services.

- 62 -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 보 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특허법 등과의
이중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1년과 1978년 UPOV 조약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권리를 특허권이나 또는 특별법(a special title of
protection)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식물 품종(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 중 오직 하나의 권리로만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157)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 동일한 식물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1961년 및 1978년 UPOV 협약에서
규정되었었던 이중보호금지 규정은 미국 등의 요청에 의해 1991년 UPOV 조약에서는 삭
제되었다. 그 결과 UPOV 조약은 이중보호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되었다. 하지
만, 그로 인해 발생할 충돌이나 문제점을 규율하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내용은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맡겨졌다.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8)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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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 I.

보 호 체계 의

중 첩과

관련

쟁점

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WTO/TRIPs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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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물특허는 무성번식식물(괴경번식식물 제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164) 식
물품종보호법은 유성번식식물(괴경번식작물 포함)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 식물특허와 품종보호권 사이의 중첩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일반 특허권과의 관계
에서 보면,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사건을 통해 식물특허법과 식물품종보
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일반 특허권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확히 하였다.165)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과 종묘법을 통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보호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적으로는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특허법과 종묘법이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다.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
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품종보호권
과 특허권 간에 이용 저촉관계가 존재하고 각각의 권리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자의 실시에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밖에도 각 권리의 등록요건이나 효
력범위의 차이로 인해 출원인을 포함한 관련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
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 저
․

․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4) 식물특허는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물품종”을 보호한다.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165)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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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관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I.

우선 권

1.

주 장과

변 경 출원

우선권 주장의 경우

특허법 제54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1조는 각각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66) 특허법의 경우 제1국 특허출원167)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만을 인정하고
있고(특허법 제54조 제1항),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 제1국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한 우선
권 주장만을 인정하고 있다(식물신품종보호법 제31조 제1항).168) 따라서 품종보호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허출원을 하면서 품종보호출
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169)과 종묘법170)이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품종등록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허출원을 하면서 품종등록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것
166) 한편, 특허법의 경우 제55조에서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소위 ‘국내우선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 조약우선권 외에 국내우선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167) 특허법 제54조에서는 “…… 특허출원한 후 ……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6303-6304면)에
서는 “파리조약에는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1국 출원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파리조약 제4조E 및
제4조I 등을 참고하면 제2국에 출원할 수 있는 제1국 출원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발명
자증(inventor's certificate) 등으로 해석된다. 상표등록출원이나 서비스마크는 성격상 특허의 우선권주장의 기초 출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실용신안법은 제11조에서 특허법 제54조를 준용하고 있고, 디자인보
호법은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서 “…… 출원을 한 후 ……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라
고 하고 있으며, 디자인심사기준(년, 186-187면)에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A.1. 참고)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169) 일본 특허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이 아니라 ‘출
원’이라고만 하고 있고,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第Ⅳ部 優先権, 第1章 パリ条約による優先権, 2-3면)에서
는 “본장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제1국 출원 및 제2국 출원이 모두 특허출원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제1
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제2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및 제1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제2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70) 일본 종묘법 제11조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품종등록출원에 상당하는 출원(品種登
録出願に相当する出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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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171)과
식물품종보호법(CPVRs,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172)이 우리나라 및 일본과 마찬
가지로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특허(Utility Patent)와 식물특허(Plant Patent)에 대해 규율하는 특허
법(35 U.S.C.)과 품종보호제도를 규율하는 식물신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PVPA)이 있는데, 식물신품종보호법(PVPA)에서는 품종보호제도 내의 우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173) 특허법의 경우 특허(Utility Patent)에 대한 우선권 규정은 다른
입법례와 차이가 없지만174) 식물특허(Plant Patent)와 관련한 우선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171)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87 Priority right(“(1) Any person who has duly filed, in or for
(a) any State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r (b) any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 application for a patent, a utility model or a utility certificate, or his
successor in title, shall enjoy, for the purpose of filing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in respect of the
same invention, a right of priority during a period of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first
application.”); Andrew Rudge, Guide to European Patents, 2011 Edition, West, 2011, p.231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ay only claim priority from a previously filed patent application, utility model
application, or utility certificate application.").
172)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Article 52
The right of priority(“2. If the applicant or his predecessor in title has already applied for a property right
for the variety in a Member State or in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and the date of application is within 12 months of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the applicant shall enjoy a right of priority for the earlier application as regards the application for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provided the earlier application still exists on the date of application.”).
173) PVPA Sec. 55.(7 U.S.C. 2425.) Benefit of Earlier Filing Date. ("(a) (1) An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plant variety protection filed in this country based on the same variety, and on rights derived from the
same breeder, on which there has previously been filed an application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in a
foreign country which affords similar privileges in the case of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by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same application would have if filed in the
United States on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he same variety was
first filed in such foreign country, if the application in this country is filed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earliest date on which such foreign application was filed, not including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is
filed in the foreign country.").
174) 35 U.S.C. 119 (a) ~ (c) ("(a) An application for patent for an invention filed in this country by any
person who has, or whose legal representatives or assigns have, previously regularly filed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in a foreign country which affords similar privileges in the case of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or to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 WTO member country,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same application would have if filed in this country on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was first filed in such foreign country, if the application in
this country is filed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earliest date on which such foreign application was
filed. (b) (1) No application for patent shall be entitled to this right of priority unless a claim is fil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dentifying the foreign application by specifying the application number on
that foreign applic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or country in or for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and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at such tim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pplication as required
by the Director. (2) The Director may consider the failure of the applicant to file a timely claim for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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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175) 즉, 미국 식물특허 출원은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76) 이
러한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미국이 UPOV ’91년 협약에 가입하면서 무성번식품종
(varieties reproduced asexually)에 한해 품종보호권 대신 산업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제35조 (2)항177)에 따른 유보를 하였기 때문이다.178) 식물특허법이 제정된
1930년 이래 미국에서는 유성번식식물 특허에 관한 한 외국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한 우
선권을 인정해 왔으며179) 이러한 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미국의 경우 품종보호제도의 일부(무성번식품종)가 다른 나라와 달리 식물특
as a waiver of any such claim. The Director may establish procedures, including the payment of a
surcharge, to accept an unintentionally delayed claim under this section. (3) The Director may require a
certified copy of the original foreign application, specification, and drawings upon which it is based, a
translation if not in the English language, and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Director considers necessary.
Any such certification shall be made by the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in which the foreign
application was filed and show the date of the application and of the filing of the specification and other
papers. (c) In like manner and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the right provided in this
section may be based upon a subsequent regularly filed application in the same foreign country instead of
the first filed foreign application, provided that any foreign application filed prior to such subsequent
application has been withdrawn, abandoned, or otherwise disposed of, without having been laid open to
public inspection and without leaving any rights outstanding, and has not served, nor thereafter shall serve,
as a basis for claiming a right of priority.").
175) 35 U.S.C. 119 (f) ("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
176) US PTO, MPEP 1613-Right of Priority Based upon Application for Plant Breeder’s Rights ("Pursuant to
35 U.S.C. 119(f), an application for a plant patent may rely upon an application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for priority under 35 U.S.C.
119(a) through (c).").
17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of December
2, 1961, as Revised at Geneva on November 10, 1972, on October 23, 1978, and on March 19, 1991,
Article 35 Reservations (1) [Principle] Subject to paragraph (2), no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are
permitted. (2) [Possible exception]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any State which, at
the time of becoming party to this Convention, is a party to the Act of 1978 and which, as far as varieties
reproduced asexually are concerned, provides for protection by an industrial property title other than a
breeder's right shall have the right to continue to do so without applying this Convention to those varieties.
(b) Any State making use of the said right shall, at the time of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s the case may be, notify the Secretary-General accordingly. The same
State may, at any time, withdraw the said notification.
178) US PTO, MPEP 1612 (“The United States adheres to the 1991 text, and has a reservation under Article
35(2) of the text (which allows plant patents rather than breeder’s rights certificates to be granted).”).
179) Id. ("Insofar as the patenting of asexually reproduced plants in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both
national treatment and the right of priority have been accorded to foreign plant breeders since enactment
of the plant patent law in 1930 (now 35 U.S.C. 1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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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한 식물특허출원에서의 우
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있는 것이다.
한편, 35 U.S.C. 119(f)는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
출원은, 본 섹션에 규정된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 적
용을 전제로, 본 섹션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과 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
,
(Plant Patent)
(Utility Patent)
.
(MPEP)
,180) 35 U.S.C. 119(f)
,
(Plant Patent)
(Utility Patent)
(f)
35 U.S.C. 119
.181)

라고 규정하여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식물특허
출원뿐 아니라 특허
출원에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규칙과 특허청 심사기준
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있고
조항이 추가된 입법과정
에서의 상원 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과 발명자증을 기초로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외
국에서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식물특허
출
원 또는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을
조에 추가한다는 취지를 적고 있다
결국 미국은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하여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
(Utility Patent)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180) 미국 특허법 규칙의 경우 37 C.F.R. 1.55 Claim for foreign priority (“(a) In general. An applicant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claim priority to one or more prior foreign application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35 U.S.C. 119(a) through (d) and (f), 172, and 365(a) and (b) and this section.”)에서, 미국 특허
청 심사기준의 경우 MPEP 213 Right of Priority of Foreign Application(“Under certain conditions and on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an application for pat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ma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ditions are specified in 35
U.S.C. 119(a)-(d) and (f), and 37 CFR 1.55.”).
181) Congressional Record, S. 14723 (Nov. 17, 1999) (“Section 4802 also adds subsection (f) to section 119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for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first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UPOV Contracting Party. Many foreign
countries provide only a sui generis system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ecause section 119 presently
addresses only patents and inventors’ certificates, applicants from those countries are technically unable to
base a priority claim on a foreig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when seeking plant patent or utility
patent protection for a plant variety in this country.”).
<http://www.gpo.gov/fdsys/pkg/CREC-1999-11-17/pdf/CREC-1999-11-17-pt1-PgS14696-3.pdf> (2014. 10. 1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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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첫째,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선
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특허출원과 품
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파리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든 UPOV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품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
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결국 그 답은 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경출원의 경우

현재 변경출원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특허법 제53
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공통되
는 ‘발명’과 ‘고안’이 그 대상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 인정되는 변경출
원제도를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 필요성도 없다
고 생각된다.
앞서 우선권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서
로 다르고, 출원시 제출 서류도 차이가 있으며, 심사절차, 등록요건, 심사기관 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운용이 곤란할뿐더러 양 제도의 취지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사이에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
다.
I I.

1.

신규성

판단 과

예외

신규성 판단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경우 이용자가 양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양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에서 절차를 먼저 밟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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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에서의 절차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
가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출원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관련 사례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출원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된 대표적 사례는 특허출원
2000-54639호의 경우이다.182)
①

품종보호출원
1999.09.09. 출원번호 1999 - 54로 출원된 위 품종보호출원은 작물명 배추, 품종명 쌈추
에 관한 것으로 출원인/육성자는 이관호였다. 해당 출원은 1999.11.15.에 품종보호공보 제
16호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품종보호공보에는 서지사항 외에 품종명, 학명 및 일반명, 품
종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183)
심사관은 2001.04.16. “이 품종보호출원은 심사(재배심사)결과 종자산업법 제12조제3호
에 규정된 균일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 동일한 이유로
2001.05.21. 거절사정하였다.184)
Ÿ

Ÿ

특허출원

발명의 명칭을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으로 하는 특허출원(출원번
의 출원인은 이관호였고,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의 육종방법185)과 해당 육종방법에 의해 얻어진 식물 신품종 쌈

2000.9.18.
10-2000-54639)
namai)(KCTC 0856BP)

호

182) 본 사례는 특허청,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2009, 105면에 소개된 것이
다.
183) 품종보호공보에 게재된 품종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식물체의 크기가 작고, 바깥잎의 자세는 약간 누운
형태로 작고 알모양이다. 바깥잎의 잎면의 요철이 작고 약하며 약간 밝은 녹색으로 광택이 중간이다. 바깥잎에는 털
이 있고 세로자른면의 구부러짐이 평평하고 중륵의 가로자른면은 볼록하다. 바깥잎 가장자리 물결모양과 위쪽의 가장
자리 톱니가 약하고 아래쪽의 예리한 톱니모양은 없거나 약하다. 구의 세로자른면의 모양은 넓은 타원이다. 결구형태
는 열린모양이며 엽병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바깥잎 색깔은 연두색으로 밝기는 중간이고 구 속색은 횐색이다. 구의 단
단한 정도는 약하며 구 형성시기 및 숙기가 늦다. 결구엽수와 구중은 적은편이다.
184)
거절사정
내역은
품종보호
공보
제35호에서
확인가능하다.
품종보호공보는
<http://www.seed.go.kr/protection/press/press_01.jsp>에서 검색가능하다(2014.10.7. 최종방문).
185) 청구항 1. 배추와 양배추를 교잡한 후 배양하여 종간잡종을 작성하고 이 식물을 콜히친처리한 후 재배한 다음 자
가수정을 하고 여기서 작성된 2배체 식물(2n=38)과 배추로 여교잡을 하여 2기3배체 식물을 얻고 상기 2기3배체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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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186)를 청구하고 있었다.
심사관은 2002.1.11. 1999.11.15.에 공개된 품종보호공보 제16호와 품종보호출원서에 의
해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2002.4.1. 동일한 이유로 거
절결정되었다. 품종보호공보에는 품종특성이 간단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지만 품종보호출
원서에 첨부된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에는 특허출원 명세서와 거
의 동일한 정도로 쌈추에 대한 육종방법과 품종특성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검토
품종보호출원이 접수되어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되며(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2조 제1항),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는 지
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식물신
품종보호법 제37조 제1항). 한편,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
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
128조 제2항). 정리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지체 없이 공개되며,
품종보호공보에는 서지사항과 품종특성의 개요만 게재되지만 공개된 출원서류에 대한 열
람 복사를 통해 출원서에 첨부된 설명서도 공개상태로 된다.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제도(특허법 제64조)와 비교해 보면, 권리를 부여하기 전에 출원
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점과 출원공개로 인해 임시보호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187) 원칙적으로 출원일(최선일)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는 특
허출원과 달리 품종보호출원은 지체 없이(‘지체 없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
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공개된다는 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
서가 전부 공개되는 특허출원 공개공보(특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와 달리, 품종
②

․

①

②

·

에 배추를 다시 재교잡하여 이수체식물(2n=25)을 얻은 후 그 가운데 양배추의 형질이 나타나는 B2F1 이수체식물
(2n=25, 24)을 자가수정 후 선발하여 이를 자식으로 하고 계통순화를 하는 과정에 서 B2F3, B2F4 에 이르렀을때
B2F5 두 계통을 선발하여 재교잡하고 이식물 세포를 조직배양에 의해 무성번식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KCTC 0856BP)의 육종방법.
186) 청구항 2. 제 1항의 육종방법에 의해 얻어진 육종식물로서 염색체수가 2n=40이고 낱개잎으로 수확하여 상추 대용
으로 이용하며 반결구시켜 샐러드용으로 이용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 cv.
Ssamchoo)(KCTC 0856BP).
187)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보상금청구권(다만 해당 청구권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의 임시보호의 권리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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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보는 설명서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열람 복사가 가능하므로 차이 는 큰 의미를 갖는 것
은 아니다.
위 사례의 경우 1999.09.09. 품종보호출원을 하였고, 해당 품종보호출원은 약 3개월 후
인 1999.11.15.에 공개되었으며, 품종보호출원보다 대략 1년 정도 늦은 시점인 2000.9.18.에
출원된 특허출원이 먼저 출원되어 공개된 품종보호출원으로 인해 거절결정된 것이다. 만
일 이 사안에서 특허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품종보호출원이 되었다면 최소한 품
종보호출원의 공개로 인한 거절은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를 비교해 보면(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 참조), 우리나라 일본 유럽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서지사항 등 출원의 개요
를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된 출원의 관련서류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188) 미국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간단한 서지사항만 공개하며 품종특성의
개요도 출원인의 신청이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표 14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 비교
②

․

국가

공개 여부

우리나라

공개

일본

공개

․

공개공보내용
서지사항
출원품종의 특성
서지사항

열람․복사
공개된 출원의 경우 이해관계인
의 열람․복사 원칙적으로 가능
공개된 출원의 경우 누구든지 열
람․복사 가능(단, 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한 것을 제외)

서지사항
비공개원칙
미국

유럽(CPVO)

품종특성의 개요
(단,
서지사항 는 출원인의 신청
공개 가능)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서지사항
공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원관
(최소 2개월에 한 련서류 열람․복사 가능
(출원기록부)
번 발행)

188) 다만,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공중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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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주요국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 관련 조문
국가

관련 조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출원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
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
다.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
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
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
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나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
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일본

<종묘법(種苗法)>
(출원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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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 농림수산대신은 품종등록출원을 수리한 경우(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등록출원의 보정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그 품종등록출원에 대
한 출원공표를 해야 한다.
1. 품종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영업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농림수산식물의 종류
4. 출원품종의 명칭
5. 출원공표의 연월일
6.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대신은 출원공표가 있은 후에 품종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혹은 품종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出願公表）
第十三条
農林水産大臣は、品種登録出願を受理したとき（前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り品種登録出願の補正をすべきことを命じ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補正が行わ
れたとき）は、遅滞なく、次に掲げる事項を公示して、その品種登録出願につい
て出願公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品種登録出願の番号及び年月日

二

出願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三

出願品種の属する農林水産植物の種類

四

出願品種の名称

五

出願公表の年月日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必要な事項

２ 農林水産大臣は、出願公表があった後に、品種登録出願が放棄され、取り下
げられ、若しくは却下されたとき、又は品種登録出願が拒絶されたときは、その
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증명등의 청구)
제53조 ① 누구든지 농림수산대신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품종등록출원 및 등록품종에 관한 증명의 청구
2. 품종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 교부의 청구
3.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189)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
료(농림수산대신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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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또는 복사의 청구
② 품종등록부 또는 제5조 제1항의 원서 또는 이에 첨부된 사진 기타 자료
(다음 항에 있어서 ‘품종등록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4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품종등록부 등에 기록되어 있는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58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証明等の請求）
第五十三条
何人も、農林水産大臣に対し、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次に掲げる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品種登録出願及び登録品種に関する証明の請求

二

品種登録簿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の請求

三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農林水産大臣が秘密を保持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ものを除く。）の閲覧
又は謄写の請求
２
品種登録簿又は第五条第一項の願書若しくはこれに添付した写真その他の
資料（次項において「品種登録簿等」という。）については、行政機関の保有す
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四十二号）の規定は、適用しな
い。
３
品種登録簿等に記録されている保有個人情報（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
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八号）第二条第三項 に規定する
保有個人情報をいう。）については、同法第四章 の規定は、適用しな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PVPA)>
Sec. 56.(7 U.S.C. 2426.) 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

미국

품종보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은 품종보호청, 심판원 및 규칙에 따라 접근권
한이 부여될 수 있는 농무부 관련부서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품종보
호출원 및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농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
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출원인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농무부 장관은 출원서에 기재된 품종명, 출원인 성명 및 해당 품종이 인증 종
자 품종으로만 판매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출원인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있다.
Applications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their contents shall be kept in
confidence by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by the Board, an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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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s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to which access may be
given under regulations. No information concerning the same shall be
given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owner, unless necessar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except that the
Secretary may publish the variety names designated in applications,
stating the kind to which each applies, the name of the applicant, an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PVPA Sec. 57.(7 U.S.C. 2427.) Publication.
농무부 장관은 출원인의 출원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계속 중인 출원에 대
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The Secretary may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ny pending application when publication is requested by the
owner.
<REGULATIONS AND RULES OF PRACTICE>
PART 97 -- PLANT VARIETY PROTECTION
§ 97.18 Applications handled in confidence.
(a)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handled in confidence. Except as
provided below, no information may be given by the Office respecting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the pendency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or the
subject matter of any particular application. Also, nor will access be given
to or copies furnished of any pending application or papers relating
thereto, without written authority of the applicant, or his or her assignee
or attorney or agent. Exceptions to the above may be made by the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5 U.S.C. 552 and section 1.4 of this
title, and upon a finding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to the proper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Office, or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any
Act of Congress, or as provided in sections 56 or 57 of the Act and
section 97.19.
(b)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However, if an abandoned application is directly referred to in an issued
certificate and is available, it may be inspected or copies obtained by any
person on written request, and with written authority received from the
applicant. Abandoned applications shall not be returned.
(c) Decisions of the Commissioner on abandoned applications not
otherwise open to public inspection (see paragraph (b) of this section)
may be published or made available for publication at the Commiss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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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 When it is proposed to release such a decision, the applicant
shall be notified directly or through the attorney or agent of record, and a
time, not less than 30 days, shall be set for presenting objections.
§ 97.19 Publication of pending applications.
Information relating to pending applications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periodically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to be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With respect to each application, the
Official Journal shall show:
(a) application number and date of filing;
(b) the name of the variety or temporary designation;
(c) the name of the kind of seed; and
(d) whether the applicant specified that the variety is to be sold by
variety name only as a class of certified seed, together with a limitation
in the number of generations that it can be certified.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a brief description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variety, may
published only upon request or approval received from the applican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filed or at any time before the notice
allowance of a certificate is issued.

or
be
at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Article 87
Establishment of the Registers
1.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Applications f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ich shall contain the following particulars:
유럽

(a)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a
statement of the taxon and the provisional designation of the variety, the
date of applic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b) any cases of termination of proceedings concerning applications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ogether with the information set out in
subparagraph (a);
(c) proposals for variety deno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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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hanges in
representative;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or

his

procedural

(e)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s 24 and 26.
2. The Office shall keep a Register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wherein, afte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the following
particulars shall be entered:
(a) the species and variety denomination of the variety;
(b)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or a reference to documents in
the Office's possession in which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e variety is
contained as integrating part of the Register;
(c)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 reference to
such components;
(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holder, of the breeder and of any
procedural representative concerned;
(e) the date on which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egins and ends,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e termination of right;
(f) on request, any contractual exclusive exploitation right or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enjoying
the right of exploitation;
(g) on request, any levy of exec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4;
(h) where the holder of an initial variety and the breeder of a variety
essentially derived from the initial variety both so request,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including the
variety denominations and the names of the parties concerned. A request
from one of the parties concerned only shall suffice if he has obtained
either a non-contentious acknowledgement by the other party pursuant to
Article 99 or a final decision or a final judg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which contain an identification of the
varieties concerned as initial and essentially derived.
3. Any other particular or any condition for the entering in both Registers
may be specified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4. The Office may of its own motion and upon consultation with the
holder adapt the official variety description in respect of the number and
type of characteristics or of the specified expressions of those
characteristics, when necessary, in the light of the curren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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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ing the description of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in order to
render the description of the variety comparable with the descriptions of
other varieties of the taxon concerned.
Article 88
Public inspection
1. The Registers mentioned in Article 87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2. In case of a legitimate interest, the following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up in the implementing
rules pursuant to Article 114:
(a) documents relating to applications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b) documents relating to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already granted;
(c) the growing
examination;

of

varieties

for

the

purposes

of

their

technical

(d) the growing of varieties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ir continuing
existence.
3. In the case of varieties for which material with specific components
has to be used repeatedly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f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ll data relating to
components, including their cultivation, shall be withheld from inspection.
Such a request for withholding from inspection may not be filed once the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grant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as been taken.
4. Materials submitted or obtained in connection with examinations under
Articles 55 (4), 56 and 64 may not be given to other partie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is Regulation unless the person entitled
gives his consent or such transfer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cooperation covered by this Regul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examination or by virtue of legal provisions.
Article 89 Periodical publications
The Office shall at least every two months, issue a publication containing
the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Registers pursuant to Article 87 (1) and
(2) (a), (d), (e), (f), (g) and (h), and not yet published. The Office shall
also publish an annual report, containing information which the Office
regards as expedient, but at least a list of valid Community plant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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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their holders, the dates of grant and expiry and the approved
variety denominations. Details of these publications shall be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ve Council.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190) 미국을 제외하고 유
럽 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191)을 해결하
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이용
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을 병행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먼저
하도록 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신규성 v. 특허법의 신규성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 및 임목( )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되는데,192) 이 경우 문제가 되는 종자 또는 수확물의 ‘양도’가 ‘이용 목적의 양도’가
아니거나 제17조 제2항 각호의 양도에 해당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이 인정되더
라도 해당 양도로 인해 관련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특허법
(3)

果樹

林木

189) 품종등록출원서를 말한다.
190) 품종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는 <http://www.seed.go.kr/protection/press/press_02.jsp?gubun=1>에 설명되어
있고(2014. 10. 8. 최종방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7조 제2항(“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
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도 그러한 취지를 뒷받침한다.
191) 위 사례 외에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조사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192)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
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
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
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
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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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실시에 해당하게 된다193)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공연실시에 해당하는 ‘양도’가 특허출원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30
조 자기공지 예외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품종보호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을 할 경우 해당 품종
보호출원공개가 특허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
다.
①

②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
공지예외규정은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특허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①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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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관련 법률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년 개정 특허법
법률 제3325호)

1980
(1980.12.31.

1986

년 개정 특허법

개정 내용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제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제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 를 받을 수 있는 를 가진 가
그 을 하거나
에 발표하거나 또는
가
하는
에서 로 발표함으로써 6 1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特許

發明

開催

試驗

硏究集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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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行物
文書

權利

者

學術團體

第 條第 項 各號

법률 제3891호)
년 개정 특허법
법률 제4207호)

(1986.12.31.
1990
(1990.1.13.

년 개정 특허법
법률 제6411호)

2001
(2001.2.3.

년 개정 특허법
법률 제7871호)

2006
(2006.3.3.

것으로 보는 경우’로 변경함.
공지예외 적용 대상 박람회를 하나의 호로 정리함.
- 자기공지의 경우를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
단체에서의 서면발표’로 정함.
- 박람회의 경우 박람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진보성 판단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발표한 후에 개량을
가하여 발표된 발명과 출원된 발명이 동일하지 않게 되는 경우
를 상정).
현재와 같이 변경됨(“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
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년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종전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등 특정한 공개형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194)
(i) 연구활동의 활성화 및 기술축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
개하여 그 기술이 알려진 경우에도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나, 종전에는 특허출원인이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등 특정한 형태로 연구결과를 공개
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인
이 행한 모든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여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개를 촉진하여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국회 위 심사보고서, 3면).
(ii) 개정안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할 경우 출원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공개된 발명활동
(외국에서의 제품 광고 및 출시 등)이 현행법에 규정된 특정한 공개형태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특허를 거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개정안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외
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
는 취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임(국회 위 심사보고서, 24-25면).
2006

194)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12., 3면 및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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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단체에서의 논문 발표의 경우 많은 외국 저명 학술단체가 연구결과 논문
을 홍보차원에서 학회 개최 또는 학술지 발간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추세로서 이러
한 공개행위는 서면발표도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195)을 통한 발표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정한 공개형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
나, 특정한 공개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으로 보임(국회 위 심사보고서, 25면).
(iv) 공개 형태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행한 공개 형태가 본 규정에
서 한정한 공개 형태인지에 대하여 출원인에게는 입증의 부담이, 심사관에게는 판단의 부
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 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국회 위 심사보고서, 25면).
(iii)

한편, 특허청 발행 보고서에서도 “개정법은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증 및 심사의 부담을
덜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196)
의사에 반한 공지
‘자기공지’의 경우와 달리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②

1946

년 군정법령 특허법

195) 다음과 같은 기관들의 전기통신회선에만 해당함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② 고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④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⑤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 도는 외국의 사립대학
⑥ 다음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고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
196)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역적 고찰, 2007.5., 189-190면(“개정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특
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여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의 출품 등으로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았다. 오늘날은 공개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위와 같이 특정한 공개형태로 인
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정법은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행위
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증 및 심사의 부담을 덜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 85 -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법문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 외에 실질적 내용
의 변화 없이 현행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표 17 의사에 반한 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1946.10.15.

관련 법률
년 군정법령 특허법
군정법령 제91호)
1993년 개정 특허법
(1993.12.10. 법률 제4594호)
1946
(1946.10.15.

개정 내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도 공지예외 적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변경함(법문의
뜻 명확화)

유예기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
91호)에서 6개월로 규정된 후 최근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다가 한 미 자유무역협
정(FTA) 발효로 2011년 12개월로 변경되었다.
표 18 공지예외 유예기간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③

․

1946
1961
2011

관련 법률

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년 제정 특허법(1961.12.31. 법률 제950호)
년 개정 특허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7호)

개정 내용

개월
개월
개월

6
6
12

자기공지의 절차적 요건
자기공지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1973년 개정 특허법에 처음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1986년
개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내용의 변화 없이 현행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표 19 자기공지의 절차적 요건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④

관련 법률
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1986년 개정 특허법
1973

개정 내용
출원시 취지기재 및 30일 내 증명서 제출 요건 마련(제7조 제2
항).
절차적 요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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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31.

법률 제3891호) 호)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2006년 개정 취지에 대해 “출원공개, 등록공고
를 제외한 모든 국내 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97) 권리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 조약 또
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에 의한 공개이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든
공지형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198)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허법 제
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결과 그 발명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99)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
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다.200)
(2)

․

․

․

(3) 일본의 경우
① ‘공개 특허공보에 의한 공지’ 사례

19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19면(“본 규정은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공지․
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국제학술단체
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고, 또한 공지 예외의 적용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0면.
199)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3-3224면.
20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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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이 제한적으로 열거되
고 있던 구 특허법 당시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공지’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1959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이 신규성 상실
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추가되게 된 때로부터 잠깐 동안, 특허된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
된 것도 출원인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여 그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의 일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발명을 공보게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 신
규성 상실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받아들여져 왔다.201)
한편, 위와 같은 심사실무는 1975년에 변경되었고, 그리하여 발명이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인이 그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보게재
후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해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었다.202)
일본 최고재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
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
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환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심사실무를 지지하였다.203)
일본에서는

…

201)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5면. 구 심사실무의
기초에 있는 사고방식의 하나에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와 학회지 등에 있어서의 발명의 발표는 어느 것이
나 출원인이나 투고자가 그 공표나 발표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같다고 하는 것이
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출원인은 적어도 선원주의 아래에서는 출원의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지만, 발명
의 완성이나 공개에 있어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ㅐ 출원인과 투고자의 의도에 공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책, 87면.
202)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5면.
203) 한편,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0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경우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랜 기간 문제로 되었었
다. 문리상은 공개공보나 특허공보는 특허법 29조 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며, 외국의 특허공
보도 본조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해당한다고도 생각되지만,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도 본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결론은 매우 부당하다. 즉, 일본에서든 외국에서든 출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출원준비는 완료하
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며, 법지식이 부족한 발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조 1항에서 이들을 구제할 필
요는 없고, 또한 외국출원에 대하여는 파리조약에 의해 12개월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한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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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나 판례가 구 심사실무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위 사례의 원심판결이 기술하는
204)나
205) 외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같은 항
소정의 시험이나 연구집회에 있어서의 발표와 동격의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
과는 이질의 사정인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를 “간행물에 발표”에 포함하여 해
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동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로는,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진 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
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206)
표 20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의 의미 관련 일본 최고재 판결
②

④

⑤

⑥

최고재 1988. 11. 10. 제2소법정 판결[1986년( )제160호 심결취소청구사건]
(
43권 10호, 1116면,
1337호, 117면,
836호, 42면)
사안의 개요
물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불가하였던 당시 X는 방법발명(제3급 방향족 아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해당 발명에 대해 일본에서는 1975. 11. 17.에 출원공
개되어 있었고, 물질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자(1976. 1. 1. 시행) 1976. 1. 1. X
는 물질발명(제3급 방향족 아민)에 대하여도 특허출원을 하였다.
한편, X는 서독과 네덜란드에서 본원발명과 같은 화학물질 발명에 대하여 1975. 4. 18.에 특
허출원을 하고 있었는데, 서독에서는 1975. 11. 13.에 네덜란드에서는 1975. 10. 28.에 각각 출원
공개가 되었다.
심사관은 위 각 출원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X의 출원을 거절하였는데,
X는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발명의 공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여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원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출
원이 되어 있는 본건의 경우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청구불성립 심결을 하였고 X는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판시
行ツ

民集

判時

金判

하여 다시 본조에 의한 구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공개공보, 네덜란드의 공개공
보, 서독공개공보, 미국특허명세서에 대하여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의 판결 등이 다수 보이며, 그 후 최고재에서도 마
찬가지의 판단이 내려지기에 이르러, 내외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특허청의 실무에 있어서도 출원에 관한 발명이 내외의 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에
관한 발명을 발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에 기하여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특허청, Q&A집 Q18).”)
204) 출원공개 후에 출원인이 임의로 출원을 취하하여 그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으로서 출원거절되어야 하나, X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신규성
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서 취급되므로 그것은 발명자를 부당히 보호하는 해석이라는 것.
205) 발명이 외국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도 특허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주장의 이익 이외에 지나치게 보호를 부
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
206)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4,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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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한 결과 그 발명이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것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생각건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
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
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
환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
…

년 특허법 개정 내용
일본은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의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
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 21 2011년 개정된 일본 특허법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②

2011

일본 특허법 제30조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0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그 해당함에 이르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발명(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도 그 해당함에 이르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
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이 전항의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②

③

일본 구 특허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구 특허법 제30조 제2항)이거나,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을 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발표하거나,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하
거나, 또는 특정의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동조 제1항 및 제3항)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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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
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
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내
외국 특허청 국제기관에의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내외국 특허청 국제기관
이 발행하는 특허공보, 실용신안등록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하여
는, 동규정의 제도취지에 비추어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적용대상으
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207)
이것은 원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이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기 전에 공개하여
버린 발명자 등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행위에 기인하여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및 만일 이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면 동규정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으로부터 제도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
이다.208)
한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예를 들면, 연구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와 같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용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적용대
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된 발명
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텔레비전에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
형이나,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학회에서 문서로 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는 반면
당해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 문서발표된 발명은 적용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불균형도 현재
화 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의 공개태양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으로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09)
2011

․

․

207)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9章 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等の見直し,
168-169頁.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pdf/tokkyo_kaisei23_63/09syou.pdf>.
208)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9章 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等の見直し,
168-169頁.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pdf/tokkyo_kaisei23_63/09syou.pdf>.
209)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9章 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等の見直し, 166
頁.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pdf/tokkyo_kaisei23_63/09s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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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에 반한 공지 사례

일본에서는 외국에서의 출원공개가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
투어졌던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프랑스 특허명세서가 출원인의 예상보다 빨리 발행
되었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한 것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출원인이 본원발명을 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프랑스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이상, 그
후 프랑스 특허명세서가 일본 국내에서 언제 공지로 되는가 하는 것은 출원인의 의사와
는 전혀 관계없이 출원인이 그것을 바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이것이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문제로 할 여지는 전혀 없고, ‘의사에 반한 공지’라고 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다(
42.11.21.
215 184 ).210)
한편,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한 발명의 공개가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도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원발명의 내용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행물에 게재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東京高判 昭

判タ

号

頁

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211)

표 22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한 발명의 공개(의사에 반한 공지 사례: 일본)

원고인 출원인은 발명의 실용화에는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두는 것
이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건축센터의 심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청서에 제출
자료 공표 허부의 항의 기입이 요구되었으므로 인정에는 1,2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장기간을 요
한다고 보았던 관계상 공표를 승낙하는 편이 절차의 조기 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
는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공개 및 승낙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도 없는 채 허가한다는 날인을 하
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동법에 기초하여 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구
두의 설명이 청취되고,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신청이 인정되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전기 제출자료 공표의
허부에 “허”로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전기 본원발명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편람추록에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원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본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
고, 출원공고가 되었지만 특허이의신청에 의해 지적된 결과 전기 서면의 기재사항이 그대로 게
재된 경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이다.
본 사례에서는, 전기 평정위원회가 신청 당시에는 발족하여 있지 않았고, 그 심사대상 자료
가 편람과 같은 간행물로서 미리부터 공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당시 공표를 승낙한 경
우에 발명의 내용이 바로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
210)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3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11)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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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정되지 않는 점, 출원인은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의해 입을 불
이익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전기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때에
도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하여 위원에게 묻는 등의 염려를 하고 있었던 점, 출원인
이 본원발명의 내용이 그 출원을 기다리지 않고 공표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는 생각되
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원발명의 내용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행물에 게재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56.10.28. 56(
)160 ).
東京高判 昭

昭

行ケ

号

미국의 경우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서는 출원일보다 1년 이전에 발생한 네 가지 공개태
양의 경우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i)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anywhere in the world), (2)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간행물에 게
재되었거나(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anywhere in the world), (3) 미국 내에서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n the U.S.), (4) 미국 내에서 판매되었거나(on sale in the
U.S.)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출원일 1년 이내에 위 네 가지 사안이 발
생한 경우에는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와 같은 1년의 기간
이 유예기간(grace period)으로 기능하였다.212) 미국의 경우 우리 특허법 제30조 제2항과
달리 102(b)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없다.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 따를 경
우, 출원공개공보도 간행물에 해당하므로 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은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2011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미국에도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가 도입되
면서 기본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유지되었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공지의 형태가 법
문에 명시되게 되었다. 즉, 공지사유를 규정한 102(a)(1)213)에 대한 예외가 102(b)(1)에 규
정되었는데,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지의 경우 (A) 해당 공지가 발명자, 공동
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한
것이거나, (B) 그와 같은 공지 전 해당 개시내용이 발명자, 공동발명자 혹은 발명자나 공
동발명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에는 102(a)(1)
(4)

․

․

212)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00 (“During this one year
pre-filing date grace period, an invention may be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public use,
or on sale, all without trigerring a 102(b) loss of right.”).
21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에서 규정하는 공지사유는 (i)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ii)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printed in a publication), (iii)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v) 판매되었거나(on sale), (v) 기타 공중이
접근가능하게 된(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경우 다섯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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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위 (A)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즉, Aidan이 장치(widget) X를 발
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가능한 정도로 Eli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Eli가 에스토니아 특허청
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하여 2014. 2. 1. 에스토니아 특허를 받은 다음,
2014. 7. 1. Aidan이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한 경우, Aidan
의 유효출원일 전에 Eli가 에스토니아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102(a)(1) 공지행위 중 하나
에 해당되지만 Eli는 102(b)(1)(A)의 ‘발명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
에 해당하므로 102(b)(1)(A)에 따라 Eli의 공지행위(에스토니아 특허 발행에 의한 공지)는
102(a)(1)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게 된다.214) 즉, 2011년 개정 특허법하에서도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는 않게 된다.
표 23 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 102(a)(1) 및 102(b)(1)
․

35 U.S.C. 102
(a) NOVELTY; PRIOR ART.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1)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or
(b) EXCEPTIONS.

—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

—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정리해 보면, 종래 선발명주의 하에서 공지 행위가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매우 광범위한 공지태양을 포섭하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던 미국이 2011년 개정 특허법을 통해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에 기안한 공지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215) 공지태양 자체는 여전히 특별한 제
214)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60.
215) Janice M. Mueller, Patent Law,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13, p.200, fn. 88 (“The America
Invents Act of 2011 retained a one-year grace period but only for inventor-generated or inventor-derived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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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 적용 대상 공지행
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년 3월 현재 주요국 지역(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에 있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급은 다음과 같다.216)
<표 24>
2014

․

주요국의 공지예외규정 비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6)

대상으로 되는 공개태양
유예기간 기준일
관련조문
• 발명자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은 불문)
미국특허법
• 발명자 등에 의한 공개 후의 제3자 등에 의 12월 유효출원
일
102조(b)(1)
한 개시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 출원인 등에 대한 명백한 남용
6월
출원일 유럽특허조약
55조
(명백한 남용이란 예를 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등을 가리킨다.
• 출원인 등의 행위에 기인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단,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
특허법
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6월 출원일 일본
30
조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 출원인 등에 의한 국제박람회에의 출품
특허법
• 출원인 등에 의한 규정된 학술회의 등에서의
출 원 일 중국
24조
발표
6월
또는 우 중국 특허법
선일
• 다른 자에 의한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실시세칙 11조
누설
•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공개태양을 불문). 다
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12월 출원일 특허법 30조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

정리

216)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改正法対応・発明の新規性喪失の例外規定についてのQ&A集」（平成23年改正法対応Q&A
集）<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tumei_reigai/qa.pdf>에 소개된 미국․유럽․중국․한국 비교표에
일본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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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을 보면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의 형태가 ‘시험
에 의한 공지’로부터 시작해 2006년 특허법 개정 전까지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학
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등이 추가되었는데 이들 공지형태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공지’로 공지예외규정 적용대
상이 확대되었지만 국회 심사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본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
한 확대도 기본적으로 ‘자발적 공개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
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동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
해,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에 비
추어 보면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기공지는 구체적 공지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
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
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i) 공지예외적용대상인 “간행물에의 발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수반
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최고재 판결이 있었던 점, (ii)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였지만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
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는 없다고 한 점과 (iii) 공개태양의 다양화 필요성의 예로 들고 있는 ‘연구개발 자금조달
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 ‘텔레비전에서
의 발표’, ‘특허청장의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의 문서 발표’ 등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
․

- 96 -

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기공지도 구체적 공지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
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물론 미국의 경우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grace period) 적용 대상 공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선발명주의 제
도 기반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미국식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제도
에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 특허법 제30조의 해석에 참고하기는 곤란하다.
정리해 보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하며,217)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경우 품종보호출원공개는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일 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공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218)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품종보호출원공개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조약 또는 법률에 따
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서 말하는 출원공개에 해당하
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219)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220) 위 단서 적용 여부를 떠나 품
217) 따라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모든 ‘공지’가 제30조의 ‘자기공지’ 또는 ‘의사에 반한 공지’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 제30조의 입법취지가 제29조 제1항 각호의 모든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규정
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29조 제1항 각호의 공지 중 제30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일
부만이 제30조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론일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는 제
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 게재’로 인한 공지에 해당하지만 제30조의 ‘자기공지’에도 ‘의사에 반한 공지’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218) 이러한 점은 품종보호출원공개제도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품종보호 등록을 받
고자 하는 것이 품종보호출원인의 의사이고 해당 품종보호출원의 일환으로 각국의 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품종보호출원공개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미국처럼)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어서(품종보호출원인은
품종보호등록을 받기 위해 법에 따라 정해진 공개절차를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일 뿐이다) 품종보호출원공개의 경우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박람회 출품’ 등과 같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9)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면)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
고 있다. 한편, 일본 특허법 제30조 제2항 괄호의 경우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열거한 네 가지 공보 외 나머지 공보(종묘법에
따른 공보)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해 보인다.
22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결과
그 발명이 특허공보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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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호출원공개를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인 ‘자기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출원공개나 품종보호출원공개처럼 출원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는
출원인의 출원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인 ‘의사에 반한 공지’
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
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나221),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해 발명이 공개된 경우(
56.10.28. 56(
)160 )222)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의사에 반한 공지’ 적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東京高判 昭

昭

行ケ

号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I.

권리 범 위

1.

및

예외 에

대한

입법 례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조약은 육종가에게 생산 또는 증식, 증식 목적의 조제, 판매 또는 기타 마케팅,
수출 수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면서도,223)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행위, 농부의 자가채종(회원
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224) 아울러, 육종가 권리의 소진225)과 공익
을 위한 권리행사의 제한226)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UPOV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보호품종의 판매, 수입 및 수
UPOV
,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
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2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222)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23)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4) UPOV, Article 15 Exceptions to the Breeder's Right 참조.
225) UPOV, Articel 16 Exhaustion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6) UPOV, Article 17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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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증식 등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사용을 허용하며,
권리자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된 보호품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227) 아울러, 식물
육종 또는 기타 선의의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 및 복제,228) 일정한 한도 내에서 종
자를 저장할 수 있는 권리,229) 식량의 적절한 공급 등 공익을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230)에
대한 규정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 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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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RIPs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허법이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권
자에게 제3자가 특허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 그리고 만약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
면, 제3자가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 내에서 사용, 판매의 청약, 판
매, 혹은 미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242) 강제실시권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제조승인
신청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43) 교통기관이 미국영토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경우244)가
있으며, 의료 종사자가 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
이 인정하지 않는다.245)
일본의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지만,246)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단순히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일본 국내에 있는 물건,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및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47)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청구할
WTO/TRIPs

․

․

239)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참조.
240) WTO/TRIPs,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Members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241) WTO/TRIPs,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참조.
242)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243) 35 U.S.C. §271 (e)
244)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245) 35 U.S.C. §287 (c)
246) 일본 특허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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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248)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249)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250)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률을 따른다. 그
런데,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요건 및
효력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제정하였는데,251) 동 지침에서는 농
부의 자가채종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2)과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특
허권의 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53) 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4)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한 사유들은 회원국
들의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 특허법의 경우, 사적이며 비영리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255) 등 전통적인 특허권 제한 사유와 함께, 농부의 자가채종행위
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6)과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257)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품종보
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58) 프랑스 특허법과 독
일 특허법은 이상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행
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9)
I I.

1.

국 내 법상

품 종 보호 권 과

특허 권 의

효력 범 위의

차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47) 일본 특허법 제69조.
248) 일본 특허법 제83조.
249) 일본 특허법 제92조.
250) 일본 특허법 제93조.
25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1998L0044
252) 생명공학지침 제11조.
25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254)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55) 영국 특허법, Article 60(5)(a)(b)
256) 영국 특허법, Article 60(5)(g)
257) Patent Act 1977, Schedule A2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0.
258) Patent Act 1977,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 3.
25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5-3; 독일 특허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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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으며,260) iv)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261) 또
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
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62)
한편, 특허권의 효력은 i) 연구 또는 시험(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 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
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 에 의
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예외범위를 비교해 보면,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행위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이 모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그리고,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는 대부
분 ‘업’으로서의 실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등에 사용된 기계 등의 물건은 품종과 전혀 관련이 없으
므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아울러,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품종’에 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품종의 혼합이나 제조 방법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
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효력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
「

「

」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260)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1항.
2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2항.
262) 다만, i)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
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ii)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에는 표력이 미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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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식물신품종보호법263)과 특허법264)은 각각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용은 상당부분 유사하다. 예를 들면,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i) 보호품
종이나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ii) 보호품종이나 특허
발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iii) 전쟁, 천재지
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
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iv)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
26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
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264)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
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
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
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
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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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
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시간(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일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청구건별로 통상실
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도 동일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이외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은 연구 또는 시험 목적 이외에 다른 품종의 육성
을 위한 행위를 특허권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험에 관한 예외조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 특허법과 일본 특허법은 우리 특허법과 비슷하게 실험이나 연구 또는
시험에 관한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실험 목적이외에
다른 품종을 육성, 발견 및 개발하는 행위까지도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
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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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표 25 연구 또는 시험과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
영국
특허법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b) it i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일본
특허법

제69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특허권의 효력은 시험 또
는 연구를 위해 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L613-5 The rights afforded by the patent shall not extend to:
프랑스 b) Act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ed invention;
지식재
산권법 Article L613-5-3 Rights conferred by the Articles L613-2-2 and
L613-2-3 shall not extend to the deeds performed in order to create or
discover and develop other plant varieties.
독일
특허법

3.

Section 11 The effects of a patent shall not extend to:
2. acts done for experimental purpos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ed invention;
2a. the use of biological material for breeding,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a new plant variety type;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
배 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
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65) 반면, 특허법은 이와 같은 농어업인의
자가채종에 관한 사항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
위가 ‘ ’으로서의 실시에 해당하고,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면 특허권의 침해
에 해당하게 된다.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사유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
·

採種

業

26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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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채종에 관한 내용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가채종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상의 관련 규정을 각국의 특허법에 반영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표 26 특허법상 자가채종 관련 입법례
Article 11(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유럽연 other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합 생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명공학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지침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60 (5) An act which, apart from this subsection,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for an invention shall not do so if—
영 국
(g) it consists of the use by a farmer of the product of his harvest
특허법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holding, where there
has been a sale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the farmer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Article L613-5-1 By way of derogation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프랑스 L613-2-2 and L613-2-3, the sale or any other form of
지식재 commercialisation of a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산권법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shall imply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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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conditions of this use shall be those provided for by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of the Council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Section 9c (1) Where plant propagating material is sold to a farmer for
agricultural use by the patentee or with his consent by a third party,
said farmer may, contrary to Sections 9, 9a and 9b, sentence 2, use
his harvest for his own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on his own farm.
독 일 Article 14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in the valid version,
특허법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ditions and extent of this right as
shall also the implementing provisions issued on this basis. Should the
patentee derive rights herefrom, these must be asser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provisions issued on the basis of Article 14(3)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현행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
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이 소
진되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66) 반면, 특허법은 특허권의 소진에 대
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판례는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 제품을 양
도받은 후에, 이를 다시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특허권 소진의 원칙은 적법하게
양도된 해당 특허 제품을 다시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적용되지만,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품종보호권의 소진은 양도된 종자뿐만 아니라, 해당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
부터 직접 제도된 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에 관한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의
특허법에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를 증식하여 얻은 생물학적 재료에도 특허권의 효
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6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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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일반적인 권리소진에 관한 내용도 성문법이 아닌 판례에 의
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판
결267)을 하는 등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
자에 관련된 특허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을 특허법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
례를 통해 관련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27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입법례
Article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유럽연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합 생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명공학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지침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Schedule A2 10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7, 8 and 9
above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영 국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특허법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Article L613-2-4 The protection referred to under Articles L613-2-2 and
L613-2-3 shall not extend to the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marketed in the
프랑스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or a State party
지식재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by the holder of the
산권법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propagation or the multiplic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Section 9b Should the patentee or a third party with the consent of
patentee put biological material possessing certain characteristics owing
to the invention on the market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or in a contracting state of the European Economic
독 일 Area Agreement and should further biological material be produced from
특허법 this biological material by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the effects of
Section 9 shall not come into force if the propagation of the biological
material was the reason why this was put on the marke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material produced by this means is used thereafter for a
further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267) BOWMAN v. MONSANTO CO. ET AL, 569 U.S.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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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용 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

I.

이용 ․ 저촉 관 계의

1.

성립

유 형과

관련

쟁점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현행법상 새로운 식물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데, 그
결과 동일 또는 관련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이용 및 저촉관계가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 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
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이용 저
촉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
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
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
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68) 하지만, 여기에는 품종보호권과의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에 관한 이용관계란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발명을 침해하게 되나, 그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하며,
저촉관계란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있어서 어느 일방을 실시하면 타방 권리를 침해하
게 되는 쌍방적 충돌관계를 의미한다. 이용관계의 예로는 특허법에서의 기본발명과 개량
발명을 들 수 있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의 원품종과 유래품종의 관계를 들 수 있다.269)
저촉관계에 관련하여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모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과 특허권의 관계에서, 또는 품종보호권과 품종보호권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가 성립할 수 있
다.
․

․

ㆍ

ㆍ

ㆍ

ㆍ

268)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69) 신품종보호법 제56조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호품종을 이용한 유래품종이나, 이
를 반복 사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보호품종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유래품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품종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식물신품
종보호법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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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과 특허권 사이의 이용 저촉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첫째, 선행하는 특허권을 품종보호권이 이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유용
형질에 관한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품종보호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둘째, 선행하는 품종보호권을 특허권이 이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선행하는 보호품종
에 새로운 유용 형질을 포함시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동일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중으로 발생하여 상호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이
다.270)
·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71) 식물신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
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때 선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저촉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다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이나 식물품종보호법(PVPA)에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과의 이용 저
촉 관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특허권 등의 성격을
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선행하는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타방 권리자의 허락
을 얻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허락의 여부에 대
해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르며, 강제실시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에 반
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

·

排他權

270) 특허청 조사 결과 현재 4건의 품종이 동일 권리자에 의해 특허와 품종보호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71) 특허법 제94조.
27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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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 및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우리 특허
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며,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273)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허권의 본질을
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용권설과 배타권설은
‘발명을 실시할 권리’, 즉, 적극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적극적 권리를 긍
정하는 것이 전용권설인데 반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배타권설이다. 요약하면, 전용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배타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만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274)275) 한편, 일본의 경우
종묘법에서, 등록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특허의 특허
권자 등이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
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
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76) 아울러, 등록품종
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
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專用權

排他權

273) 일본 특허법 제72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
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인 때 또는 그 특허권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의장권이나 상표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다.
274) 배타권설에 의하면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을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하
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58. 참조.
275) 전용권설을 따를 경우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본
특허법 제72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품종보호권은 그와 같은 예외사항에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배타권설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특
허법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권리자의 허
락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6) 일본 종묘법 제21조 ① 육성자권의 효력은 다음에 언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1. …(생략)
2. 등록품종(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동일함.)의 육성하
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자 또는 그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해당 특허에 관계
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3. 전호의 특허권 소멸 후에 있어, 같은 호(同號)의 특허에 관계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
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전 2호의 종묘를 이용한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을 생산하고,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대여
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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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식물품종 그 자체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과 품종
보호권 사이의 이용관계는 발생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12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를 전제로 한 강제실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강제실시
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
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행 식물품종보
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에 필요한 한
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나 식물품종보호
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
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278) 이와 같은 생명공학지침상의 강
277)

277)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규정(의장법 제31조2항)이 있다. 즉, 선출원 또는
동일 출원에 관한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 특허권자는 원특
허권의 범위안에서 해당 의장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의장법의 규정은 행위 주체가 ‘특허권자’에 한
정되어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행위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장법의 규정은 특허권
의 ‘존속기간 만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단순히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
한, 의장법의 규정은 ‘의장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종묘법에서는 출원인에
관해 한정하고 있지 않다.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p.58.
278) CHAPTER III Compulsory cross-licensing, Article 12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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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시권에 관한 내용은 영국,279) 프랑스,280) 독일281) 등 각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에도 반
영되어 있다.
4.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granting the licence. Where
a licence for a plant variety can be granted only by the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Article 29 of
Regulation (EC) No 2100/94 shall apply.
279) 영국 특허법 제124조는 Rules, regulations and order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국무부(The Secretary of
State)는 2002년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을 제정하여 생명공
학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2/247/contents/made
3. (1) Where a person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in
a new variety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in accordance with rules to the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for a licence under the patent and on such application shall pay the prescribed fee.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particulars which seek to demonstrate that—
(a)the applicant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b)the applicant has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proprietor of the prior patent concerned for a licence to
use that patent to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c)the new plant variety, in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acquire or exploit the plant breeders' rights 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3) If and so far as any agreement purports to bind any person not to apply for a licen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void.
280)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15-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right, he may
request the licence of this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and in so far as the variety constitutes with regard to the invention asserted in this
patent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and i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on applicatio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under equitable conditions, to a cross-licence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L613-12 with L613-14 shall apply.
281) 독일 특허법 Section 24
(1) A non-exclusive authorization to commercially use an invention shall be granted by the Patent Court in
individua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compulsory license) if
1.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has unsuccessfully endeavored dur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obtain
from the patentee consent to use the invention under reasonable conditions usual in trade; and
2. public interest commands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2) When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is unable to exploit an invention for which he holds protection under a
patent of later date without infringing the patent of earlier date, sai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from the owner of the patent of earlier date if
1. the condition stipulated in subsection (1), no. 1, is fulfilled and
2. the invention of said person includes, in comparison with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of earlier date,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commercial significance. The patentee may request the
grant of a counter-license under reasonable conditions by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later date.
(3) Subsection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f a plant breeder cannot obtain or exploit a plant variety
patent without infringing an earlier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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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1.

현행

규 정의

내용과

해석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계
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를 보
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
우에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연규정
설과 예외규정설의 입장이 있다. 당연규정설은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98조의 규정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예외규정설은 특허법 제98조가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
라고 해석한다.282) 즉,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타인의 특허권
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선행발명의 특허권과 후원의 이용발명의 특
허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의 에 따라 제98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3)
그렇다면,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
이 선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반면, 예외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예외적
으로 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
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현행법의 규정과 그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산업정책적 관점284)에서 입
ㆍ

ㆍ

·

ㆍ

先願優位

原則

282)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현행법 94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본질을 전용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며, ‘독점한다’고 규정된 반사효과로서 다
른 사람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부여된다. 덧붙여, 전용권설은 ‘자신의 특허발명은 타인의 제약을 받
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61.
283)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利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284) 특허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한 권리이다. 특허권의 물권적 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지청구권
이 없는, 단순히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특허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山信弘「工業所有権法（上）」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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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으로 볼 때는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특허권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든, 제98조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285) 특허법 제98조를 제정할 때는 품종보호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하지 못했었지만, 만약 품종보호권이 존재했었더라면 입법가들은 제98조에 이를 포함시켰
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관계에 대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특허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한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품종
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인데, 이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
한 사항이므로, 특허법이 아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제9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규정한 제56조 제1항의 내용이 특허법 제94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특허권의 본
질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그 결과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고,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품종보호권자가 선원 특허권자의 허
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규정을 도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
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版増補版（弘文堂）300頁,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62 재인용.
285) 특허법 제98조와 같이, 지재권의 이용·저촉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은 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법에도 규정
되어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
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
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
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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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특허법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
여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
계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특허출원보다 먼저인 경
우는 특허법 제98조와 관련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의 본질을 보는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견해가 있고,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도 해석이 나뉜다. 이와 같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
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으로 품
종보호권도 제98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특허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품종보호권이 출원된 경우이다. 이 때 품종
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이므로, 특허법이 아닌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식
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제9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효
력을 규정한 제56조 제1항의 내용이 특허법 제94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특허권의 본질
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고, 그 결과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
은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고,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품종보호권자가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
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선출원된 품종보호권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대비하여, 특허법
제105조286)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03조287)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
286)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
실시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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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시권에 관한 규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의 해석은 특허출원일
과 디자인등록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의 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5조와 디자인
보호법 제103조는 특허출원일과 디자인등록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각각의 권리자가 자유롭
게 실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허출원일과 디자인등
록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각각 자신의 특허발명 또는 등
록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어느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존속기간
이 남은 권리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
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저촉관계 관련 규정
출원일의 선후
내용
근거규정
허락을 얻어 특허발명 실시 특허법 제98조
특허출원<디자인출원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05조
허락을 얻어 디자인 실시
디자인보호법 제95조
특허출원>디자인출원 특허권자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해석에 의해) 상호 자유롭게 실시
근거규정 없음
특허출원=디자인출원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05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87)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
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
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
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
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
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
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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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정리하
한 다음의 표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용관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출원이 선
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
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품종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포함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
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
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선행하는 보호품종을 후출원의 특허발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품종
보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규정될 내용이지만, 동 법에는 관
련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특
허발명을 후출원의 보호품종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
허법 제138조를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특허법 제98조 개정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138조 개정
·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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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
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은 제105조를 개정
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은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출원일과 품종보호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상호 자유롭게 실시하
도록 하는데, 특허법 제105조와 신설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해 가
능하므로,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표 30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저촉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특허법 제98조 개정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특허법 제105조 개정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특허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상호 자유롭게 실시
현행규정 해석상 가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특허법 제105조 개정
특허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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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저촉관계 관련 법률 개정안
·

특허법 개정안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제OO조(타인의 특허권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

품종보

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

실시권자는

의 특허발명ㆍ등

품종보

디

사한

록

·등

자인이나 이와

품종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인권·상표권 또는 품종보
특허권자ㆍ실용

호

또는 품종보

권자ㆍ전용실시권자

호

보

품종이

또는

호

그

보

신안 록디
유
호
호
디 호
호
호 저촉되
저촉되
신안
디
락 얻 니 고
락 얻 니 고
호
할
할 없

실용

자인 또는 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그

호
호

는 경우에는

권자ㆍ

자인권자·상표권자

권자의 허

을

지 아

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수

하

는 자기

다.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

발명을 이용하거나 품종보

자

권과

품종의 품종보

허권자의 허

권이 그 보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

인의 특허권과
의 보

통상

품종의

는 경우에는 그 특

을

지 아

하

는 자기

품종을 업으로서 실시

수

다.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없

제OO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당
법
조
호 은
호
당되어
락 받고
호
저촉
당 유없 락
니
여
호
락 받고
락 받
없 때
호
당
필 범위안
여 유없 락
니
호
심판 청구할 있
락 받
없 때
필 범위안
호
여 심판 청구할
당 호
신
호법
조
있
당되어
락 받고
당 유없 락
니
항
청구 있
락 받
없 때
호
필 범위안
호
여 심판 청구할 있
여 당
적 치 있 중
술적 진 를 져오
니면
항
항
청구 있
여를 여
니
호
록
항 심판
여
신안
여 당
적 치 있 중
여
여를 받
술적 진 를 져오
니면
를필
여를 여
니
여받은
를
락
니
항
항 심판
여
락 받
없 때
여
여를 받
려를 받
고
호
호
를필
범위안
여
심판
여받은
를 락
청구할
있
니
락 받
없 때
여를 받
고
항및 항
호
범위안
여 심판
호
청구할 있
게 를 급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① 특허

해 특허발명이 제98

특허출원일정에 출원된 타인의 보

다)에 해

실시의 허

그 타인이 정
타인의 허

한 이

을

수

품종보

한 이

나 특허권자의 허

을

또는 제2

는

보

가

기
허

하

통상실시권

다.

의 규정에 의한

④ 제1
허

한 경제

가

는 경

품종이 그 특허발명의
가

또는 제2

의

그 통상실시권을 허

에 의하

는 보

을

자

권자가 정

한 이

하거나 품종보

을 수

서 통상실시권 허

는

권

에는 자기

요한

에

을

수

의

다.

② 제1

의 규정에 의한

가

는 경

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
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보

품종에 비

하

는

요한

는 것이 아

통

상

기

한 경제
보

허

가

가

상실시권 허
③ 제1

는 자의 특

요로 하는 경우에

을 수

아 실시하

품종의
수

을

하지 아

을

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요한

통상실시권을

자가 실시

하거나 실시의 허

이 허

실용

통상실시권의

권자의 허

하는 경우에, 품종보

품종

품종과

하

의

가

서는 아

에 의하

된다.

통상실시권을

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

는자의 특허발명의 실시

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

품종의 실시

실시권의 허

는

된다.

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

허발명 또는 보

을

가

는 것이 아

서는 아

하거

에는 자기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
상

그 품종보

의

의 규

하지 아

에서

우에는 그 특허발명 또는 보
에 비하

하

자 하는 경우에

이 허

요한

수

제OO

을

을 수

실시에

을

③ 제1

에는 자기의 특허발

상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보

자의 허

실시의 허

의

하거나 그

다.

그 특허권자가 정

허

자 하는 경우에

에서 통상실시권 허

품종이 식물

정에 해

품종의

제외한

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해 보

보

권

하지 아

는

요한

을

② 품종보

을

이 허

을 수

명의 실시에

는

의 규정(품종보

허

는

하지 아

에는 통상

자 하는 특허발명 또

에서 통상실시권 허

의

다.

실시

을

허

하지 아

을 수

는

에는 통상실시권

허

아 실시하

의

에서 통상실시권 허

을

④ 제1

실시권자는

수

자 하는 보

품종

의

다.

제3

품종보

의 규정에 의한 통상
권자․특허권자

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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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하거나 실시의 허

대가

지

또
하

항
신안
디
여 를 급 여야
만
책임질 없 유
여 급할 여야
만
책임질 없
없 때
를 탁 여야
유
여 급할 없 때
를 탁 여야
항
를 급
니
탁
니 면
록
신안
록디
유 디
할 없
⑤ 제1
권자는

항

, 제2

항및

제4

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

특허권자ㆍ실용

권자ㆍ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
다

, 자기가

수

는

⑥ 제5

지

는 사

에는 그 대가

공

하

을 하지 아

또는 등

을 실시

수

하

또는

하

한다.

에 의하

지

한다. 다

한다.

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

하거나 공

실용

대가

수

자인권자

사

지

하지 아

사한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
된

자인권 또는 품종보

는 경우 그

품종보

에서

권의

이

료

는

권자는 원

은날

에 출원

권이 그 특허권

자인권 또는 품종보

에는 그 원

자인권자 또는

자인권 또는 품종보

권의

자인권 또는 품종보

기

시에

이

료

는

통상실시권을 가

하는 전용실

다.

②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
등

된

자인권 또는 품종보

는 경우 그

기

하는

이

료

에는 그

자인보

품종보

제74

실시권을 가

제1

자는 원권

시에

권이나 전용실시
제1

또는 식

에서

권의

해 특허

기

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

이

통상

다.

의 규정에 의하

통상실시권을 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하

시에

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

료

③ 제2

는

권의

권에 대한 전용실시

의

자인권 또는 품종보

실시권을 가

료

」 제104

권이나
는

권이 그 특허권

자인권 또는 품종보

한 「

물

는

에 출원

자인권 또는 품종보

자인권 또는 품종보

권 또는 그
권에

권의

해 특허권이나 그

시권에 대하

과

하

는

는

에는

한다.

자인

되어 록 디
호
저촉되
디
호
존속 간 만 되 때
디
호
디
호 범위
안 당
디
호
존속 간 만 되 당 존재
여
진
은날
되어 록 디
호
저촉되
디
호
존속 간 만 되 때
만 되 당 존
재 디
호
디
호
관 디
호법
조 항
신
호법 조 항
진
리 범위안 당
디
호 존속 간 만
되 당 존재
여
진
항
여
진
게 당
를
급 여야
기

공

수

수

다.

시권)

등

그 대가

지

그 특허발명ㆍ등

자인이나 이와

제105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

과

, 자기가

에 의하

상

한 대가

자는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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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OO조(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호
호
은날
되어 록
호 저촉되
존속 간 만 되 때
범위안 당
호
존속 간
만 되 당 존재
여
진
호
호
은날
되어 록
호 저촉되
존속 간 만 되 때
만 되 당 존재
관
법
조
항
진
리 범위안 당
호
존속 간 만 되
당 존재
여
진
항
여
진
호
게 당
를 급 여야
① 품종보

출원일전 또는 품종보

일과 같

에 출원

이 그 품종보

등

권과

특허권의

기

는 경우 그

이

료

는

그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해 보
이

는

시에

권에 대하

다.

출원일전 또는 품종보

일과 같

에 출원

이 그 품종보

등

권과

특허권의

기

료

기

하는 전용실시

통상실시권을 가

② 품종보

그

에는

에서

품종 또는 그 특허권의

료

는

출원

된 특허권

출원

된 특허권

는 경우 그

이

료

시에

는

에는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
용실시권에

한 「특허

」 제118

제1

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

자는 원권

의

에서

권 또는 특허권의

는

시에

가

다.

료

다.

의 규정에 의하

자는 품종보

권자에

이

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

통상실시권을 가

③ 제2

해 품종보

기

상

통상실시권을

권자 또는 전용실시

한 대가

지

하

한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 자 시장 의

규모

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2013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

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8) http://www.worldseed.org/isf/seed_statistics.html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290) http://www.worldseed.org/isf/seed_statis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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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4억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1)
그림 37 2012년 국가별 종자시장 규모 (ISF, 2013)

종자시장의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의 비중은 전 세계 시장의 80%에 이르고 있다. 2002
년 조사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신 브라질, 캐나타, 인도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292)
291) http://www.worldseed.org/isf/seed_statis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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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상위 10개국의 종자시장 규모와 비중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권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아시아/중동, 북미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93)
그림 39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변화 (박기환, 2014) 단위:백만달러

종자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 칠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국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294)
292) 박기환,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세계농업 제161호, 2014. 1.
293) 위의 보고서.
294) http://www.worldseed.org/isf/seed_statis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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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종자 수출국 순위 (ISF, 2013)

그림 41 종자 수입국 순위 (ISF,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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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와 교역량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곡물수급에 대한 우려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종자산업이 각종 산업
성장의 원천으로 부각되는 한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
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295)
I I.

1.

종 자 시장 의

특성

및

주요

기업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을 ‘종자를 연구개발, 육성, 증식,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296)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
의 종자산업은 종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산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종자산
업은 유전자원 확보, 품종육성, 종자 생산 및 유통, 수출입, 제도 및 정부정책, 전후방 산
업 등을 포함하게 된다.297) 종자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종자가 농작물 재배의 기본요소이
며, 농업생산과 농업기술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축적된 기술과 높은 부가가
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근의 종자 산업은 의약 재료산업과의 융 복합
산업화 및 나노기술 접목 등 첨단 생명과학기술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298)
생명과학기술의 접목과 함께 종자시장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종자시장은 전통적인 육종방법에 의한 품종의 육성, 생산 및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었지
만,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자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종자 관련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시장을 형질전환 종
자(Traited seed) 시장과 유전형질(Genetic traits)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99) 예를 들
면,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tolerance)이나 해충 저항성(insect resistance)의 특성을 갖는
옥수수 종자, 콩 및 면화 종자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형질전환 종자(Traited seed) 시
․

․

295)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296)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항
297)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8)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9)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http://www.antitrustinstitute.org/files/OCM_Moss_August%2009_0811200908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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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해당하지만, 옥수수, 콩 및 면화의 종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제초제 저항성 또는 해충
저항성의 유전 형질(Genetic traits)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유전형질 시장이다. 형질전
환 종자 시장은 전통적인 종자시장에서와 같이, 특정한 형질을 포함한 ‘종자’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형질 시장은 특정한 ‘유전 형질’ 그 자체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42 종자시장의 구조 (Moss, 2009)

몬산토의 경우에도 자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종자 부문에서의 주요 제품
을 ‘Germplasm'과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로 구분하고 있으며, Germplasm
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 저항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300)
그림 43 몬산토의 종자부문 주요 제품 (Monsanto, 2013)

300) http://www.monsanto.com/investors/documents/annual%20report/2013/monsanto-2013-annual-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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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옥수수, 대두, 면화 종자시장에 제공되고 있던 주요 형질과 관련 기업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01)
2009

그림 44 옥수수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301) http://www.monsanto.com/newsviews/pages/monsanto-submission-doj.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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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대두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그림 46 면화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이상과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시장과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유전자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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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플랫폼(Transgenic Seed Platform)’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논
의하는 견해도 있다.302)
2.

주요 종자기업

최근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 대형화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
자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03)
․

302) Diana L. Moss, “Transgenic Seed Platforms: Competitio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October 23, 2009.
http://www.antitrustinstitute.org/content/american-antitrust-institute-says-competition-transgenic-seed-industry-i
mpaired-monsanto
http://www.justice.gov/atr/public/workshops/ag2010/015/AGW-14383-b.html
3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http://www.mdpi.com/2071-1050/1/4/1266
https://www.youtube.com/watch?v=nBBXLZWyX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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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TC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의 종자기업은 다음
과 같다.304) 2007년의 순위와 비교할 때305) 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위까
지의 순위는 동일했다. 상위 10위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11년 75.3%로 상승
했다.
그림 48 2011년 10대 종자기업 (ETC, 2013)
2013

주요 종자기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는 몬산토, 듀
퐁 파이오니어, WinField(Land O Lakes), Dow AgroSciences 등이 있고,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KWS, Bayer Cropscience가 있으며, 일본에는 Sakata, Takii가 있다. 이 밖에
스위스(Syngenta), 프랑스(Vilmorin)에 각각 1개씩의 주요 종자기업이 소재한다.
한편, 주요 종자기업들 중에는 작물보호제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농화학회사들이 많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의 선두 기업들인 신젠타, Bayer, BASF,
Dow, 몬산토, 듀퐁 등이 모두 주요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06)
304)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etc group, September 2013.
http://www.etcgroup.org/sites/www.etcgroup.org/files/CartelBeforeHorse11Sep2013.pdf
305) http://www.etcgroup.org/files/publication/707/01/etc_won_report_final_col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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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11년 11대 농화학기업 (ETC, 2013)

306) http://www.etcgroup.org/sites/www.etcgroup.org/files/CartelBeforeHorse11Sep2013.pdf

- 132 -

I II .

세계

1.

종자 시 장의

특허

현황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년도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0,621건이
며 등록건은 15,469건이다. 전반적인 출원건수는 미국 Major기업의 출원둔화에 따라 다
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건은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 연도별 동향
2008
,

출원
등록
출원누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584
1,848
3,584

3,429
1,761
7,013

4,139
2,014
11,152

3,953
2,266
15,105

3,643
3,021
18,748

1,829
3,352
20,577

44
1,207
20,621

그림 50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건수 동향 및 연평균성장률

관련 특허는 미국 특허의 비율이 전체 52%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지만, 관련 주요 출원인들이 미국 국적이므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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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출원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특허도 최근 2008년 이후 가
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유효기간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미
국의 출원건수를 앞지르고 있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출원시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출원동향은 미국, 중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33 2008-2014 출원국가별 출원동향
CN
EP
JP
KR
U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99
276
206
93
2,410

679
215
169
156
2,210

1,005
177
200
207
2,550

1,206
167
142
170
2,268

1,288
78
95
169
2,013

1,416
2
41
27
343

40
1
1
2

총합계
6,233
915
854
823
11,796

그림 51 2008-2014 출원국가별 동향 및 점유현황

식물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
술),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 A01H-001(육종처리 기술), A01H-004(조직배양기
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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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08-2014 국체특허분류(Main group) 현황

가장 높은 점유를 보이는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은
유효기간(‘08~’12) 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A01H-004(조직배양기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3 주요 상위 6위 국제특허분류(Main group) 연도별 동향

각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C12N-015(돌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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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는 유전공학) 기술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2008-2014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
A01H-005
C12N-015
A01H-001
A01H-004
C12N-009
C12N-005
A01H-003
C12N-001

2.

CN
174
2,327
1,389
2,007
178
77
15
26

EP
230
483
124
23
24
8
10
2

JP
151
539
117
11
1
14
8
7

KR
430
197
80
57
22
19
4
6

US
8,746
780
2,051
31
57
18
14
14

주요 출원인

관련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주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10위권 내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국적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
크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는 주로 대학 위주의 연구결과이며, 한국은 100위권 안에 한국
- 136 -

생명공학연구원과 대학교 등 주로 비기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2008-2014 주요 출원인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2
57
64
84

출원인

Pioneer Hi-Bred International(US)
Monsanto Technology (US)
BASF Plant Science (DE)
Syngenta Participations (CH)
Stine Seed Farm | Monsanto (US)
SyngentaCropProtection(CH)
Dow AgroSciences(US)
Seminis Vegetable Seeds (US)
Terra Nova Nurseries (US)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Suntory Flowers (JP)
Klemm+Sohn (DE)
Rijk Zwaan Zaadteelt en Zaadhandel B.V. (NL)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Cn)
Fides B.V. (NL)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US)
CP Delaware (US)
Floricultura (NL)
Agrigenetics (US)
Enza Zaden Beheer B.V. (NL)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출원건수
1,750
1,631
497
484
245
244
231
222
180
170
141
135
102
96
95
87
83
81
76
72
45
36
34
28

Pio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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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원국가별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중국특허청은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와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 유럽특허청은 BASF Plant Science, 일본특
허청은 Dow Agrosciences, 미국특허청은 Pioneer Hi-Bred International과 Monsanto
Technology가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특허청 출원인 순위를 살펴보
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Dow AgroSciences 사가
38건) 그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기업보다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특
허가 출원되고 있다.
표 36 2008-2014 츨원 국가별 주요 출원인 현황

Pioneer Hi-Bre

BAS

Monsan
Nanjing

한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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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 Ag
A

출원인의 국적을 통해 알아본 특허의 동향 역시, 미국 국적의 기업과 대학이 관련 분야
에 있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적 출원인과 타 국적 출원인과의 압도적 격
차가 있으나, 최근 중국이 자국 내 대학교의 출원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1 2008-2014 출원인국적 연도별 동향

국적별 주요 출원인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기업이 출원을
주도하는 경향보다는 주로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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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08-2014 국적별 주요 출원인 현황

Pio

Rijk Zw

Monsant
Huazhon
Un
Sy

한국생

Seminis Veg
Nanjing Agricul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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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건 1,948건에 대한 분석결과, BASF Plant Science Company가 관련분야에서 가
장 많은 해외출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w AgroSciences,
Monsanto Technology의 순으로 PCT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T출원건의
우선권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이 1,61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의
순이다.
표 38 2008-2014 PCT 출원 동향
PCT

출원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29

360

346

289

391

233

표 39 2008-2014 PCT 출원건 주요 동향 및 현황 분석

우선권 국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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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1,611
384
213
111
72
59
54
30
23
16
16

BA

Pion

마지막으로,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인용, 피인용 관계에 따른 Citation 분석을 실시
하였다.307) CPP 지수가 가장 높았던 출원기업은 Solazyme, Harris Moran Seed
Company로서 기술력 기반 히든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ioneer Hi-Bred
와 더불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Monsanto Technology사도 CPP 2.42로 비교
적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특허의 양과 질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2008-2014 미국특허 피인용특허 보유 주요출원인 현황분석
보유 피인
평균
용
피인용
특허
출원인
건수
건수
건수
(A)

(B)

(B/A)

Monsanto Technology

1,327

3,217

2.42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Seminis Vegetable Seeds
Dow AgroSciences
Stine Seed Farm| Monsanto Technology
Mendel Biotechnology

1,451
222
231
243
51

1,369
202
171
122
67

0.94
0.91
0.74
0.50
1.31

16

55

3.44

Enza Zaden Beheer B.V.
Syngenta Participations
Sesaco Corporation

72
329
12

42
29
25

0.58
0.08
2.08

Solazyme

2

24

12.00

28

21

0.75

87
14

20
20

0.23
1.43

Harris

Moran Seed Company

Limagrain Verneuil Holding SA
| KWS Kleinwanzlebener Saatzucgt AG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U.S. Smokeless Tobacco Company

307) 미국출원건수와 각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의 비율(CPP)을 계산하여, 특허의 원천성 및 핵심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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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I.

몬산 토

1.

회사개요

몬산토는 원래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제조체 등을 생산하던 기업인데, 1990년대부터 제
초제 저항성 및 해충 저항성 GM 종자 개발에 집중하면서 종자기업으로 변신하였다.
2013. 8. 3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21,900명, 계약직 4,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으며, 2013년도 매출은 149억 달러에 달한다.308) 몬산토는 수많은 종자회사들을 인수 합
병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의 종자기업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수합병 사례들로는 1997
년 Asgrow의 작물종자 부분과 Calgene을 인수하였고, 1998년에는 Dekalb와 Cargill의 종
자영업부를 인수하였으며, 2005년에는 Seminis를 인수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 옥수수
및 콩 종자회사인 ASI를 자회사로 설립하였다.309)
주요 사업분야는 ‘종자 및 생명공학작물’ 사업과 ‘작물보호’ 사업의 두 부분인데, 특히,
유전자 변형 종자와 제초제 등 작물보호제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닌 GM 종자인
‘라운드업 레디’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이다.310) 이 밖에, 종자산업의 대상이 식품 및
사료생산뿐 아니라 건강보조제, 바이오 연료 등 산업용 소재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기
능성 GM 종자를 개발하여 출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재해성
(climate ready)’ 종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도 매출액 149억 달러 중에서, 종자와
유전 형질의 매출이 10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판매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종자 매출의 대부분이 GMO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
난 3년간 수익이 20%이상 성장했지만 여러 국가의 규제 강화와 GMO의 금지 또는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311)
․

308) Monsanto, 2013 Annual Report
http://www.monsanto.com/investors/documents/annual%20report/2013/2013-monsanto-10-k.pdf
30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55면.
310)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55면.
311)
http://www.biosafety.or.kr/bbs/mboard.asp?exec=view&strBoardID=bsn_001&intPage=1&intCategory=6&strSea
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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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재권 포트폴리오

경쟁상황
몬산토는 종자 및 유전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 및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
다. 식량작물과 채소작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다국적 농화학 기업들과 경쟁하
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종자시장
경쟁자들은 몬산토의 germplasm 또는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 대한 라이선
시들이기도 하며, 몇몇 채소시장 경쟁자들은 몬산토의 옥수수(sweet corn)에 대한 생명공
학 형질, 또는 advanced breeding을 통한 genetic improvements를 라이선스 하였다. 어
떤 국가들에서는 국가 소유의 종자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몬산토의 생명공학 형질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농화학의 적용을 포함한) 다른 practices와 경쟁하고, 다른 회사들
에 의해 개발된 형질과 경쟁한다. 몬산토의 잡초 및 해충 제어 시스템은 다른 농화학 및
종자회사들에 의해 생산된 농약 및 종자 제품들과 경쟁한다. 바이오기술 또는 유전학에
기반하여 새로운 형질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메이저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과 중소 바이오
기술 연구 기업 및 기관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아카데믹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 바
이오기술 형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도 아카데믹 연구자들이나 바이오기술 연구
기업들로부터 나온다. 라이선스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몬산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쟁
자들도 있고, 종자를 저장하여 다음 해에 사용하는 농부들도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친
다.312)
몬산토는 통상적으로 자사의 육종 기술과 상용 종자 제품, 그리고 상용 잡종 종자 제품
의 부모세대(parents)에 대해 특허 및/또는 신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있다.313) 대두
(soybeans)와 관련하여, 제1세대 라운드업 레디 형질을 커버하는 몬산토의 특허가 몇몇
국가에서 기간만료 되었고, 미국에서도 2014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대부분의 라
운드업 레디 대두들은 특정 품종(varieties)을 커버하는 특허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나
아가 대부분의 고객들과 라이센시들은 다음 10년까지 연장된 특허를 가진 대두 종자를
포함하는 제2세대 라운드업 레디 2 Yield 형질을 선택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도 다음 10년
까지 연장되는 특허를 포함하는 차세대 Intacta RR2 PRO 대두 형질을 채택할 것을 기대
①

312) Monsanto, 2013 Annual Report
http://www.monsanto.com/investors/documents/annual%20report/2013/2013-monsanto-10-k.pdf
3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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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도, 제1세대 YieldGard 형질에 관한 특허가 몇몇 국가에서
이미 만료되었고 미국에서도 2014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미 다음 10
년까지 특허가 확장된 차세대 Genuit corn 형질로 업그레이드했다. 면화에서도 전 세계
적으로 대부분의 농부들이 2세대 형질을 사용하고 있다.314)
미국 특허 보유현황
전 세계적으로 종자 분야의 특허 점유가 가장 높고, 다국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출원
하는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Monsanto Technology'가
종자에 관해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는 다음과 같다.315)
검색 건수는 출원 공개 119건, 등록 2,237건으로, 전체 2,346건에 달했는데,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 42 Monsanto Technology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②

출원
등록

2001
6
1

2002
60
6

2003
105
4

2004
64
10

2005
80
57

2006
174
78

2007
292
144

2008
309
160

2009
224
245

2010
359
258

2011
266
236

2012
351
346

2013
48
348

2014
6
344

그림 71 Monsanto Technology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에 따른 현황은 다음과 같다.

IPC

314) Ibid.
315)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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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IPC별 특허 건수

몬산토의 주요 제품은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인데, 이들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련 특허
는 다음과 같다.316)
표 43 몬산토의 주요 제품과 관련 특허
브랜드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5,593,874; 5,859,347; 6,180,774.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180,774;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6,063,597;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5,593,874; 5,859,347; 6,063,597; 6,180,774;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YieldGard
Plus with 5,554,798; 5,593,874;
6,063,597; 6,083,878; 6,180,774; 6,501,009; 6,825,400;
Roundup Ready Corn 2 6,025,545;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6,051,753;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YieldGard VT PRO
7,070,982; 7,250,501; 7,304,206;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Genuity
VT
Double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PRO
6,025,545; 6,051,753;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Roundup Ready Corn 2
YieldGard
Corn Borer
Corn
YieldGard
Corn Borer
with Roundup Ready
Corn 2
YieldGard
Rootworm
corn
YieldGard
Rootworm
with Roundup Ready
Corn 2
YieldGard Plus corn

®
®

옥
수
수

®

관련 미국 특허

®

®
®
®
®

®

®

®

®

316) http://www.monsanto.com/products/pages/product-pate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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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400;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82,434;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63,597;
Rootworm/RR2
6,083,878; 7,544,862; 8,212,113; RE39247.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YieldGard VT Triple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7,544,862; 8,212,113;
RE39247.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Genuity VT Triple PRO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and Performance Series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Sweet Corn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roughtGard
Hybrids 5,641,876; 7,786,353.
Corn
5,550,318;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Genuity SmartStax
6,962,705; 7,064,249; 7,070,982; 7,112,665;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ow AgroSciences Patent 6,083,499; 6,127,180; 6,218,188; 6,340,593; 6,548,291; 6,624,145;
Rights
for
Genuity
6,893,872; 6,900,371; 6,943,282; 7,956,246.
SmartStax
Roundup
Ready
5,717,084; 5,728,925; RE39247.
Soybeans
Genuity Roundup Ready 5,717,084; 5,728,925; 6,051,753; 6,660,911; 6,949,696; 7,141,722;
2 Yield Soybeans
7,608,761; 7,632,985; 8,053,184; RE39247.
Vistive Gold Soybeans
7,256,329; 7,566,813; 7,601,888; 7,790,953; 7,943,818; 8,329,989.
Genuity
Bollgard II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489,542; 6,943,282;
cotton
7,064,249; 7,223,907; 7,700,830.
Genuity
Bollgard II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with Roundup Ready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7,807,357;
cotton
7,820,392; RE39247.
Genuity
Bollgard II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with Roundup Ready
6,489,542; 6,660,911; 6,943,282; 6,949,696; 7,064,249; 7,112,725;
Flex Cotton
7,141,722; 7,223,907; 7,381,861; 7,700,830; 8,071,735; RE39247.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7,566,817;
Roundup Ready Alfalfa
8,124,848; RE39247.
Genuity
Roundup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06,909; 7,718,373;
Ready Canola
RE39247.
Genuity
Roundup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35,816; RE39247.
Ready Sugarbeets

®

®

®

®
™

®

®

®

®
®

®

대
두
면
화
기
타
③

®
®
®
®
®

®
®
®
®
®

®

®®
®®

®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Monsanto'로 검색했
이 중 건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727건은 보호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17)
,
748
.318)
21

을때 총

건이 검색되었다

317) http://apps.ams.usda.gov/CMS/
318) 출원인(Original Applicant)의 이름은 대부분 Monsanto Technology, LLC 이었지만, Monsanto Company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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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남아 있다.
연도별 출원 동향을 보면,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한해 170건의 출원이 있
었지만,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현황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
0
0
2
6
6
7
14
8
17
8
8
7

0
0
0
3
0
8
10
10
7
1
3
12
1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
18
27
23
20
44
71
25
69
170
109
61
19

11
14
27
12
5
35
33
68
21
51
8
65
131

그림 73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동향

HybriTech US (a unit of Monsanto Company) 28건, HybriTech Seed International (a unit of Monsanto
Company) 12건, Hartz Seed (a unit of Monsanto Company) 2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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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고, 대두가 223건, 밀(common)
이 158건, 면화 58건, 밀(duru) 16건, 보리 16건, 감자 5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작물종류
등록 건수
corn, field
Soybean
Wheat, common
cotton
Wheat, durum
Barley
potato

합계
그림 74 작물종류별 등록 건수

3.

지재권 라이선스

- 149 -

272
223
158
58
16
16
5
748

몬산토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germplasm과 형질에 관한 자사의 기술과 특허를 광범위
하게 라이선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와 면화 종자에 쓰이
는 라운드업 레디 형질과, 옥수수에 쓰이는 YieldGard 형질을 광범위한 영리 단체들과
아카데믹 기관들에게 라이선싱 하였다.319)
그런데, 몬산토는 자사의 형질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형질과 함께
stack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09년 몬산토는 DuPont을 상
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 소송에서 몬산토는 파
이오니어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는 RR 형질을 다른 glyphosate-tolerant 형질과 함께 stack
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uPont는 기존 라이선스가 자사의 형질과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reformed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고, 아울러, 독점금
지법 위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320)
이상과 같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몬산토는 자사의 지재권을 라이
선싱하는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321) 첫째, 몬산토는 자사
의 형질을 광범위하게 라이선싱하고 있는데,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라이선시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자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라이선시
들이 원하는 경우에 몬산토의 형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라이선시의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 내용이 그에 맞게 수정된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라이선시가 자사의 고유 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들은 그러한 상
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특정한 조건들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시키게 된다.
셋째, 몇몇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stacking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유의 형질을 가진 회사들과의 계약에서 stacks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립 종자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stacks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
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몬산토는 특정한 제품과 프로세스들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라이선스를
319) Monsanto, 2013 Annual Report
http://www.monsanto.com/investors/documents/annual%20report/2013/2013-monsanto-10-k.pdf
320) http://chineseip.jmls.edu/sites/zh/sites/default/files/2013-1349.pdf 참조.
321) http://www.monsanto.com/whoweare/pages/seed-licens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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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예를 들면, 몬산토는 라운드업 레디 종자들과 Genuity SmartStax 옥수수를 생산
하는데 사용하는 특정한 기술들에 대해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라이선스들은 통
상적으로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유지된다.322) 몬산토는 듀퐁, 신젠타, Bayer,
Dow, BASF 등 주요 농화학 및 생명공학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다.323)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농부들을 상대로 한 소송
몬산토는 라이선스 위반을 이유로 농부들을 상대로 470여건 이상의 종자관련 소송을
진행했다.324)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례는 캐나다에서 제기되었던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사례325)이다. 피고는 주로 유기농의 밀, 대두, 카놀라 등을 재배해 온 농부
①

322) Monsanto, 2013 Annual Report
http://www.monsanto.com/investors/documents/annual%20report/2013/2013-monsanto-10-k.pdf
32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http://www.mdpi.com/2071-1050/1/4/1266
https://www.youtube.com/watch?v=nBBXLZWyXBQ
324) Justin T. Rogers, “THE ENCROAC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15 Drake J. Agric. L. 149,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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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90년 대 들어 피고 농장의 인근에서 몬산토의 라운드업레디 카놀라품종이 재배되
기 시작했는데, 1998년 피고의 농장에서 재배된 카놀라 중 95-98%가 몬산토의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몬산토가 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피고가 고의로 원고
의 종자를 재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생물학적 요소(natural biological factors)들에 의해 원
고의 종자가 피고의 농장으로 들어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견은 피고가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카놀라가 원고의 제품임을 인지하고서도 계
속적으로 이를 재배한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326)
몬산토 v. 듀퐁 파이오니어327)
몬산토는 대두 종자에 유전자 변형을 가하여 Roundup Ready 종자를 개발하고,
Roundup Ready 형질을 포함하는 미국 특허 RE 39,247E (이하 ‘247 특허’)를 출원 및 등
록하였다. 몬산토는 Roundup Ready 기술을 DeKalb, Asgrow 등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에도 라이선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Pioneer Hi-Bred에 몬산
토의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포함하는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듀퐁이 Pioneer을 합병한 이후, 2002년 4월, 몬산토와 Pioneer는
1992년 라이선스를 수정 및 보완한 Roundup Ready 대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라이선스에 따라 듀퐁은 RR 형질에 의해 glyphosate-tolerant한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하였다.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
2009년 몬산토는 듀퐁을 상대로 라이선스 위반과 ‘247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
②

325)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1 S.C.R. 902 ¶¶ 1, 6, 11, 2004 SCC 34 (Can.).
326) 박재현, 앞의 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327) http://chineseip.jmls.edu/sites/zh/sites/default/files/2013-1349.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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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했다. 몬산토는 기존 라이선스가 듀퐁에게 RR 형질을 OGAT와 같은 다른 glyphosate
저항성 형질과 함께 stack하거나, stacked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듀퐁은 기존 라이선스가 OGAT와 RR을 stack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석된다면 라이선스가 수정(reform)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듀퐁은 반독점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동 라이선스의 3.01 section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Monsanto hereby grants to
Licensee, and Licensee, hereby accepts, a non-exclusive license within the
Licensed Field ... to develop, use, produce, have produced, offer to sell, sell
and import Licensed Commercial Seed ...
(e) The parties agree that except for applicable patents, Licensee shall be
free to introduce any gene and/or trait into, and commercialize as set forth in
subparagraph 3.01(a), Licensed Commercial Seed ...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Monsanto,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subparagraph 3.01(g) and
3.01(h) ...
(g) Licensee shall not be intitled to ... (iv) use Biological Materials outside
the Licensed Field ...
(i) Licensee agrees not to commercialize a variety of Licensed Commercial
Seed which carries a gene or genes not supplied by Monsanto and which
results in increased tolerance to a non-glyphosate herbicid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Monsanto which consent shall not be withheld if Licensee
reasonably demonstrates ...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non-glyphosate
herbicide tolerance gene(s) does not increase the injury ... from glyphosate
application to the crop ...
The term “Licensed Field” is defined in section 2.09 as: “Licensed
Commercial Seed which exhibit genetically-engineered protection against
Glyphosate herbicide solely due to the presence of the Glyphosate-Tolerant
Soybean Event: 40-3-2.”

년 1월, 지방법원은 해당 라이선스가 모호하지 않으며, 듀퐁으로 하여금 라이선스
된 형질에 non-RR glyphosate 저항성 형질을 stack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일부 판결했다.
듀퐁은 자사가 OGAT/RR stack을 상용화하고자 의도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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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라이선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듀퐁의 입장(position)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 대해 fraud를 행하고,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듀퐁의 reformation 항변 및 주장을 배척하고 몬산토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할 것
을 명령했다.
소송의 나머지 쟁점들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 2012년 6월, 지방법원은 계약 위반이라는
몬산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듀퐁의 라이선스 항변은 배척하였다. 특허침해에 대한 주장
은 trial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듀퐁이 몬산토
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듀퐁의 반독점 주장에 대한 별도
의 trial은 2013년 10월로 예정되었다.
그런데, 2013년 듀퐁은 Monsanto에 적어도 1.75 billion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GMO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양사의 법적 분쟁을 종
료하기로 했다.328)
2013년 3월, 몬산토와 듀퐁은 with prejudice 모든 청구와 반대 청구를 기각할 것을 조
건으로 공동으로 최종 판단을 신청했다. 듀퐁은 제재 명령과 이를 포함한 결정에 대한 항
소할 권리는 유보했다. 그에 따라 지방법원은 최종 판단을 했다.
듀퐁의 항소에 대해 2014년 5월 9일, CAFC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329)
OGAT/RR stack

I I.

1.

듀퐁

파 이오 니 어

회사개요

듀퐁 파이오니어는 듀퐁이 Pioneer Hi-Bred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듀퐁 파이오니어로
변경한 기업이다. Pioneer Hi-Bred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1924년 Henry Wallace가 최초의 상업용 잡종 옥수수 종자를 판매
하기 시작하였고, 1926년 Hi-Bred Corn Company 설립하였으며, 1935년 회사명을
Pioneer Hi-Bred Corn Company로 변경하였다. 1973년에는 Peterson Seed Company를
인수하여 대두 제품라인(soybean product line)을 확보하였고, 1975년에는 면화 종자
328)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3/26/us-monsanto-dupont-gmo-idUSBRE92P0IK20130326
329) http://chineseip.jmls.edu/sites/zh/sites/default/files/2013-13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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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Lankhartt와 Lockett 인수하였다. 1997년 듀퐁은
의 주식을 확보하였고, 1999년 나머지 80%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회사명을
로 변경하였다.330)
파이오니어의 종자부문 매출액은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회사 전체 매출액의
19%, 21%, 23%에 달한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의 개발 및 생
산 부분에서 앞서고 있으며, 이 밖에 canola, sunflower, sorghum, inoculants, 밀 및 쌀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파이오니어는 하이브리드 옥수수, 대두(soybean), 카놀라, 해바라
기, 밀 및 벼 종자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옥수수 분야에서는 가뭄
및 질소 효율성(drought and nitrogen efficiency),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을 위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콩 종자 분야에서는 높은 올레산 함유율과, 복수의 제초제 및 해
충 저항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331)
파이오니어는 전 세계에 걸쳐 종자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종자 생산은 자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생산 능력은 주
로 날씨 조건과 계약 재배자의 가용성에 좌우된다. 파이오니어의 종자 제품은 주로 the
Pioneer®brand로 마케팅하고 있지만, 때로는 추가적인 브랜드 이름들을 이용하여 판매
및 배포되기도 한다. 미국 지역에서의 옥수수 및 콩 시장에서는 주로 독립된 판매자들을
통해 Pioneer®brand 제품으로 판매된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회사, 조인트 벤처
및 독립 생산-배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및 판매된다.332)
(cotton seed)
Pioneer
20%
DuPont Pioneer

2.

지재권 포트폴리오

연구개발 동향
파이오니어의 연구개발은 특정한 지역에 맞도록, 높은 생산량을 가지는 germplasm과
부가가치가 높은 형질(traits)을 결합한 종자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 필
요한 천연(native) 및 생명공학(biotechnology) 형질은 자사가 소유한 것이거나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야의 연구개발은 상당히 오랜 기간
①

330) http://en.wikipedia.org/wiki/DuPont_Pioneer
331) Dupont, 2013 Annual Report
http://investors.dupont.com/files/doc_downloads/DD-12.31.2013-10K%20FILED%20-%202.5.14.pdf
332) Ibid.

- 155 -

동안 필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규제 문제에 맞서야 하며,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오니어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germplasm과 (천연 및 유전공학) 형질을 포괄하는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333)
미국 특허 보유 현황
파이오니어가 확보하고 있는 주요 지재권 포트폴리오는 파이오니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334)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파이오니어의 종자 관련335) 미국 특허 출
원 및 등록 현황을 검색해 보면, 2014년 10월 현재까지 공개 359건, 등록 2,252건, 전체
2,611건이 검색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②

출원
등록

2001
57
67

2002
76
29

2003
99
47

2004
152
98

2005
157
89

2006
140
102

2007
188
136

2008
204
103

2009
275
149

2010
420
125

2011
297
226

2012
311
342

2013
66
400

그림 7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33) Ibid.
334) https://www.pioneer.com/CMRoot/Pioneer/US/products/seed_trait_technology/2015_Patent_List.pdf
335)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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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339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7 IPC별 특허 건수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Pioneer'로 검색하면
가 등록한 2,052개의 PVPR이 검색된다. 이들 중 255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36)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

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2010년 한해 269건의 출원이
있었으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36) http://apps.ams.usda.gov/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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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현황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
5
0
0
2
1
0
8
7
0
6
7
7
8
17
22
22
39
28
38
43
0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
3
2
1
0
0
7
3
6
6
6
6
10
15
29
12
28
22
54
38

그림 78 파이오니어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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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5
43
58
54
66
48
52
47
50
42
48
46
77
131
196
269
150
190
124

-

등록
25
24
26
13
9
44
37
205
37
59
67
23
30
59
41
63
121
152
73
504
190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두와 옥수수가 각각 900건, 881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밀 106건, 수수 99건, 알팔파 30건, 해바라기 27건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작물종류

등록건수

Soybean

909

Corn, field

881

Wheat, common

106

Sorghum

99

Alfalfa

30

Sunflower

27

그림 79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파이오니어는 자사의 제품에 필요한 germplasm과 형질(traits)을 자사가 소유한 것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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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옥수수 및 콩
종자를 포함하여 파이오니어가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종자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라이
선스를 받은 형질(traits)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몬산토에 $450,000을 지급하
고 RoundUp 제초제에 저항을 갖는 GM 대두 종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1993년
몬산토에 $38 million을 지급하고 Bt 옥수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337)
한편, 2002년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서는 듀퐁 파이오니어 사내 지재권 변호사들에 대
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338) 이에 의하면, 듀퐁 파이오니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10건의 PVP 출원을 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381개의 PVP certificates을 부여 받았다. 하
지만, PVP certificates만으로 라이선싱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1203개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540개의 특허를 취득했
는데, 특허 기술에 기반하여, 대학,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과 다수의 라이
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1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339)
I II .

1.

신 젠타

회사개요

신젠타는 스위스의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노바티스의 작물보호제 및 종자
사업부와 AstraZenenca의 농약사업부가 각각 모기업에서 분리 합병되어 창설된 기업이
다. 2004년 Advanta BV와 Golden Harvest를 인수하고, 2007년 Zeraim Gedera와 Fischer
를 인수했으며, 2008년 Goldsmith를 인수하였다. 201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는 28,149명에 이른다.340)
․

337) http://chineseip.jmls.edu/sites/zh/sites/default/files/2013-1349.pdf 참조.
338) Janis, Mark D. and Kesan, Jay P., "U.S. Plant Variety Protection: Sound and Fury...?" (2002). Faculty
Publications. Paper 430.
http://www.repository.law.indiana.edu/facpub/430
339) Ibid.
340) Syngenta,, 2013 Annual Report
http://www.syngenta.com/global/corporate/en/investor-relations/financial-information-and-presentations/Pages/an
nual-repor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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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지역별 매출액 등 (신젠타, 2013)

주요 사업 분야는 종자 부문과 작물보호제 부문이다. 2013년 그룹 매출은 147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작물보호제 부문은 109억 달러이며, 종자부문 매출은 32억 달러이다.341) 작
물 종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342)
그림 81 작물 종류별 매출액 (신젠타, 201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신젠타의 지재권에 대한 입장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공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작물보호 제품을 위한 새로운 요소(active
ingredient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대략 $260 million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신젠타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343)
①

341) Ibid.
342) Ibid.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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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신젠타는 특허법에서의 균형적인 연구개발 예외(balanced research exception)를 지지
하며,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라이선스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특
허제도하에서는 연구개발 예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그러한 예외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신젠타는 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적(proprietary)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 및 공공기관과 수천 건의 연구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TraitAbility344)라는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을 통해 연구자들이 생명공학
연구 수단(biotechnology research tools)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젠타는 “접근은 자유롭지만 무료 접근은 안됨(free access but not access for free)”이
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CBD(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와
ITPGRFA(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in Food and Agriculture)
.

하에서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원칙을 따르고 있다
농부의 자가채종과 관련하여, 신젠타는 UPOV 1991 상에서의 제한 하에서 농부들이 자
가 채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농부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합법적인 이
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적이며 비영리목적(private and non-commercial)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유전자변
형이 아닌 밀과 같이, 전통적으로 종자가 저장되는 경우에만 자가채종이 인정되어야 하
며, 채소 및 화훼, 또는 GM 작물과 같은 고부가 작물에는 자가채종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접근 및 공유(ABS)와 관련하여, 신젠타는 생물학적 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추구하는
CBD 및 ITPGRFA의 개념과 ABS 원칙을 지지하며, EU와 같은 나라들에서 ABS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을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 육종가들에 대한 조건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
이며, CBD에서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에 따른 법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물 유전자
원의 이용과, 육종(breeding)의 진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신젠타는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하에서의 ITPGR에서 제안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지지한
http://www.syngenta.com/global/corporate/en/investor-relations/questions-about-syngenta/Pages/intellectual-p
roperty.aspx
344) http://www3.syngenta.com/global/e-licensing/en/e-licensing/Pages/home.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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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젠타는 CBD/ABS 요구사항의 실행이 특허 및 다른 IP 시스템과는 구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civil law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공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며, 이미 현행 특허법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정
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Syngenta Biotechnology Inc.
.345)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 49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출원
등록

2001
7
7

2002
7
7

2003
20
5

2004
28
13

2005
56
14

2006
132
45

2007
35
56

2008
46
72

2009
56
19

2010
61
66

2011
62
45

2012
43
54

2013
3
54

2014
0
30

그림 82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345) http://www.syngentabiotech.com/bio_IssuedPatents.aspx
346)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Syngenta Limited’, ‘Syngenta seeds’를 모두 포함함
347)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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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3 IPC 분류별 특허 현황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을 통해 신젠타의 PVP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이 검색된다 이 중 건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들에 대한 연도
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48)
464
.
28
.

348) http://apps.ams.usda.gov/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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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신젠타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현황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출원
1
0
3
2
11
7
8
8
7
1
10
4
9
20
5

등록
1
0
0
0
0
3
18
7
2
2
3
10
0
7
8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20
20
11
16
21
18
24
22
34
27
51
50
53

-

등록
16
31
21
16
5
13
28
20
25
19
4
14
85
106

그림 84 신젠타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동향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178건으로 가장 많고, 밀 76건, 대두(Soybean) 63
건, 콩(Bean) 55건, 완두콩(Pea) 47건, 수박 13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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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작물종류
Corn, field
Wheat, common
Soybean
Bean, garden
Pea
Watermelon
Lettuce
Tomato
Triticale
Pepper
Bean, field
Celery
Muskmelon
Pumpkin
Cotton
합계

그림 85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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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건수
178
76
63
55
47
13
9
6
4
4
3
3
1
1
1
464

3.

지재권 라이선스

신젠타는 자사의 제품과 기술들에 대한 육종가 등의 접근성을 높여, 그들로 하여금 다
양한 작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 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통상적으로 라이선싱 계약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특히 작은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된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인
TraitAbility은 효율적인 라이선싱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여, 육종가들, 기업들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식물에 관한 신젠타의 주요 혁신 결과물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349)
TraitAbility는 공평하고, 투명하고, 표준적인 조건으로, 채소작물(vegetables)에 관한 신
젠타의 형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아웃 라이선싱을 높여 잠재적인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보
완적인 IP 권리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 육종 및 개발을 위한 사용은 무료이며, 특허권이
있는 국가에서 상업화된 제품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게 된다. 간단한 원칙에
기반한 산업 라이선싱 플랫폼(industry licensing 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349) http://www3.syngenta.com/global/e-licensing/en/e-licensing/Pages/home.aspx

- 167 -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1.

종 자 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 자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이며, 그 중 농업 종자시장은 약 4
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채소종자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화훼 종자시장
이며, 식량작물 종자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 세계 종자시장의 경우 식량작물 종자시
장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히 국내 식량작물 종자시장은 매우 작다.
그 이유는 벼 등 식량작물 종자시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저
렴한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반면, 채소 종자시장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며, 화훼류나 과수류의 경우 민관 혼합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86 국내 종자의 생산 및 공급 주체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50)

350) http://www.seedplaza.or.kr/InformationAction.do?method=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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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식량작물은 직접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이다. 국내에서
는 벼, 보리, 콩, 옥수수 및 감자가 5대 주요 식량작물로 취급되고 있다. 국내 식량작물의
종자는 주된 부분이 국가 주도로 생산 및 보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벼, 보리, 콩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이 이루어지며, 국립종자원이나 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종자생산
되고, 보급은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351)
①

그림 87 정부 보급종 생산 및 공급 절차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량종자의 정부 보급종에 대한 가격 결정방식은 해마다 약간씩 바뀌고 있지만 기본틀
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벼 종자의 경우, 정부 공공비축미 특등품 수매가격
에 20% 가산한 금액으로 수매하며, 소독, 포장, 운송 등 농안기금으로 지원한 직접경비를
가산한 투입원가를 산정하고, 투입원가의 95% 수준을 공급가격으로 결정한다.352)
351) http://www.seedplaza.or.kr/InformationAction.do?method=trend
352)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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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옥수수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채소작물
채소작물 종자는 식량작물 종자와는 달리 주로 민간 종자업체에 의해 육종과 생산, 채
종, 정선 및 판매의 전 과정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1대 교잡종이기 때문에
자가채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양번식하는 마늘과 생강, 고정종인 상
추 등에서 부분적으로 자가채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부터 해외 채종이 시작되어 물
량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채소종자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자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외 채종에 의한 수입을 제외할 경우 수출액이 순 수입액보다 많
은 편이다.353)
②

353)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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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채소작물 종자의 유통과정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림 90 배추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화훼류
국내 화훼 종자시장은 민관 혼합형이다. 예를 들면, 육종의 경우 국립원예특작원을 통
해 관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개인육종가를 중심으로 육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
만, 화훼류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생산과 유통은 주로
종자업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화훼농가의 경우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35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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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백합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과수류
과수종묘는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중
심으로 국산품종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접목, 삽목 등 영양번식을 통해 생산되
어 묘목 형태로 농가에 보급되고, 이들 묘목생산과 판매는 주로 과수종자업체에 의해 이
루어지지만, 많은 과수농가가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355)
그림 92 감귤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④

354)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35면
355) 김수석 외, 위의 보고서,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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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내 종자시장에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특히 식
량작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벼,
보리,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을 주도하고 있고, 국립종자
원과 道농업기술원에서 종자의 생산과 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급 및 영업은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수류 및 화훼류의 경우 국립원예특작원에서
육종을 담당하고 있다.356)
그림 93 농촌진흥청의 주요 품목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①

․

종자기업
국내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2014년 11월
현재 1368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작물별로는 식량작물 60개 업체, 과수 411개, 채소
227개, 화훼 213개 업체 등이다.357)
②

․

356) http://www.seedplaza.or.kr/InformationAction.do?method=trend
357) http://www.seed.go.kr/distribution/sail/inquiry_condit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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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종자업 등록업체 현황 (국립종자원, 2014)

종자업체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영세한 생산 판매업체가 대부분이
다. 유전자원의 관리, 신품종 육성, 종자의 품질관리 및 가공처리 등의 기술력을 갖춘 전
문업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외국계 종자기업으로는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사카타, 다끼이 등이 아시아 시장 선점
을 위한 거점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진출했는데, 최근 아시아 시장의 거점을 중국과 인도
등지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지 전략이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몬산토코리아는
2012년 자신의 영업권 중 일부를 동부팜한농(주)에 매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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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몬산토코리아의 주요 품목별 품종보호 출원 동향 (농기평, 2014)

국내업체들 중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업체로는 농우바이오와 동부팜한
농이 대표적이다.
그림 96 2011년 국내 종자기업 시장점유율 (주간동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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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우바이오의 2012년 매출액은 778억 규모이며, 직원수는 370여명이다. 농우바이오의
전신은 1981년 세워진 농우종묘 회사로, 1990년 회사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고 이름을 농
우종묘(주)로 변경하였다. 1993년 육종연구소를 세웠으며, 2000년 회사 이름을 (주)농우바
이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2010년 농우바이오는 농
업회사법인358)으로 회사 형태를 바꾸면서 사명을 농업회사법인(주)농우바이오로 변경하였
다.359) 계열사로는 농업회사법인(주)피피에스, 이농우(옛 농우그린텍), 북경세농종묘유한공
사, 북경세농국제무역유한공사 등이 있다. 2014년에는 농협경제지주가 농우바이오의 경영
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360) 농우바이오의 주력 사업은 종자와 원예
용 상토(床土)이며, 가지과, 박과, 근채류, 엽채류, 산형백합과, 유용작물 등 다양한 품종을
보유 및 연구개발하고 있다. 종자사업 분야에서는 여주와 밀양 2곳의 육종연구소에서 품
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고추 종자의 비중이
25.47%로 가장 높고 수박(16.07%)과 무(14.37%)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97 농우바이오의 주요 품목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동향 (농기평, 2014)

358)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이 규정한 법인 형태로 농업인이나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지개량조합 등이 출자를
해 세운 회사를 말한다.
359)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수출용 배추 종자개발 세부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상세기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3. 2, 46면.
360) 2013년 8월 농우바이오 설립자인 고희선 회장이 타계하고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 경영권 매각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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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한농은 1953년 국내 최초로 작물보호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비료, 종자, 동물약
품 등 사업에 진출하여 농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작물보호제 시
장점유율 1위, 비료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자사업 부문에서는 고추, 오이,
무, 수박, 참외, 멜론 등 23개 작물 분야에서 650여 종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361)
최근, 동부팜한농은 2012년 9월 몬산토코리아362)와 종자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부팜한농이 인수한 품종은 배추, 무, 수박, 오이, 멜론, 양파, 당근 등이며,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363)
I I.

품 종 보호 제 도

및

특허 제 도의

장단점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아래 종자의 보호는 보
호대상, 보호요건, 권리내용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양 제도의 차이는 이를 실무적
으로 이용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품종보호제도는 비용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특허제도는 권리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내 종자 기업은 그 동안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대리인 비용 불필요 등을
이유로 종자보호수단으로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이에 ‘08년부터 ‘12년까지
종자관련 출원된 특허출원 건수는 품종보호출원의 약 30%에 불과하다364). 국내외적으로
세계 종자시장의 무한경쟁 체제가 가속화되고 종자 주권 소실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종자
를 효과적으로 권리화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은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361) http://www.agriculture.co.kr/contents/comp/business3.asp
362) 몬산토코리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다국적기업 세미니스가 당시 국내 종자분야 1위였던 흥농종묘와 3위 중
앙종묘를 인수해 설립한 세미니스코리아를 몬산토가 다시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363) “‘종자주권 만세’ 외칠 수 있나 동부팜한농, 몬산토코리아 종자 일부 인수…한국 종자시장 발전 기대” 주간동아,
2012. 10. 22.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10/22/201210220500008/201210220500008_1.html
364)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제3면. 자료에 따르면 종
자분야 특허출원은 (‘08)79건→(‘09)163→(’10)181→(‘11)164→(’12)233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출원
건수인 (‘08)490건→(‘09)547→(’10)574→(‘11)587→(’12)606과 비교하여 그 수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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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물품종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이유로 특허제
도상 유성번식식물을 보호대상으로 허용한 시점이 ‘06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그 결과 인식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제도가 특
허제도보다 소요비용 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
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s 종자 기업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 보다 궁극
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소요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품종보호제도는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특허제도에 비해 대
리인 선임 없이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허
제도에서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이유는 특허법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365)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중심으로 권리범
위가 엄격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익숙하지 않은 육종가 입장에서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형식에 부합된 명세서를 작성해 등록을 받더라도 육종
된 품종에 대한 권리범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반해 품종
보호제도의 경우 신규성, 품종보호명칭을 제외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은 재배심사방식
을 따르고 출원시 제출한 사진, 종자시료 등을 기초로 심사 및 권리범위가 해석되기에 대
리인의 서류작성 능력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제한 해석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아울러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시 재배심사를 위해 종자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종명칭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져 보호받을 수 있는 점에서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특허제도에 비해 절차소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366) 즉 특허제도에서는 특허요건 중 반복
재현성 요건 만족을 위해 출발소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종자 세포 등을 출
원 전 기탁기관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종명칭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별
개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

365) 특허법 제42조, 제62조
366) 다만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그 비용의 고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이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되는 특허제도가 품종 수에 따라 비용이 고정된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소요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으나, 특허제도에는 소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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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 수수료 비교
품종보호제도
출원료

3만8천원

특허제도
4만6천원(전자출원 기준)

․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심사료
품종보

1~3년

호료

4~5년

비고

14만3천원+청구항별 4만4천원
․ 재배심사 : 품종당 50만원
매년 3만원

1만5천원+청구항별 1만3천원

매년 3만원
4만원+청구항별 2만2천원
* 특허제도의 경우 일반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있음
* 품종의 명칭 보호를 위해 특허제도 이용 시 별도의 상표등록절차 필요
(1류당 약 27만3천원 소요)

한편 국내 종자 기업이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중요한 이유로 등록된 품종이 상업적으
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된 품종은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는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발현 및 증식되고 있음이 재배심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즉 품종의 특성이 심사를 통해 검증됨으로써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
은 품종보호제도의 등록결과를 신뢰하고 시장에서 즉시 유통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에서의 심사는 출원인이 서류에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신규성, 진보성여부 등
을 판단하는 것으로 재배심사와 같은 별도의 품질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등록된 품종이 실제 명세서에 기재된 특성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전적으로
그 등록결과를 기초로 유통 거래하려는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품종보호제도 아래 등록받은 품종의 상업적 유통유용성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
조367)의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품종보호제도에서 등록된 품종은 이미 국내에서 수입되어 재배심사를 받
은 것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UPOV 회원국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며, 그 결과 종자의 수출 입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종보호등록을 획득
·

·

·

367)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
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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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전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공지되더라도 국내에서는 1
년, 국외에서는 4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의 공지라면 상업적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신규성이 상실된 것
으로 취급하는 특허제도에 비해 신규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품종
보호제도가 과수와 임목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예외 기간(국외에서 6년 내) 및 존속기간(설
정등록 후 25년)을 특별히 취급하는 점은 육종가 입장에서 품종보호제도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는 권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가 업으로서 그 보호품
종을 실시368)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69) 그리고 품종
보호권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
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
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효력이 미친다.370) 이는 특허제도
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신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해당 품종만을 권리로 보호해 육성자의
노력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던 형평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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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제도의 장점

특허제도가 품종보호제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한 보호대상
에 대하여 권리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식물신품종 자체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특허제도는 특허법 제32조의 불특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식물
신품종뿐만 아니라 식물 세포, 유전자 등 식물신품종의 일부분과 육종방법 및 번식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373) 아울러 특허제도는 다양한 보호대상간에 일정한 요건
을 만족할 경우374) 1 군(群)의 발명으로 하나의 특허로 출원할 수 있으나(특허법 제45조)
품종보호제도는 보호대상인 품종마다 별개로 출원해야 한다.375) 예를 들어 다수확성에 관
한 신규 유전자를 이용하여 형질전환 벼 및 옥수수를 개발한 경우 특허제도에서는 2개의
작물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보호할 수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벼와 옥수수에 대
하여 개별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는 주로 식물체의 형태적 특성을 기초로 대조품종과의 구별되는 식
물을 등록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허제도는 형태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
성이 공지된 식물과 다른 식물에 대해서도 등록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가
치를 지니지만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식물신품종에 대해서는 특허제도를 통해 보호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품종보호출원시 출원서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서 정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 등을 첨부하여
야 하고,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을 보면 대부분 작물의 특성은 잎의 길이, 근수부 넓이 등
주요 형태적 특성에 대하여 제시된 점을 보면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작물별 특성
조사요령’에는 배유의 아밀로스 함량, 현미의 향취성 등 유전적 발현 특성에 따른 품종특
성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 점, 실무적으로 출원인이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제시되지 않는
품질특성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 심사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특허제도만의 장점
이라 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판단된다.
372) 다만 ‘14년 11월 현재 PCT 출원시 148개국에서도 출원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UPOV는 72국가만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PCT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UPOV에 비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373)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실무가이드 생명공학분야, 2012, 41면.
374)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요건은 i)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ii)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iii)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
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특허법시행령 제6조).
375) 예를들어 특정 유전자가 기존 유전자에 비해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 유전자를 포함하는 제1 품종과
제 2품종은 1군으로 발명으로 하나의 특허로 출원할 수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제1 품종 및 제 2 품종은 각각
품종등록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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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권리화가 가능한 보호대상이 다양한 이점과 함께 출원인이 준비해야할 자
료가 적고 권리화가 조속히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즉 특허제도의 심사방법은 서류
심사로만 이루어져 출원인은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서류만 구비하면 되고,376) 출원 후 등록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5개월377)
로 출원인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1년 내에도 권리화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품종보호출원서, 품종시료, 품종사진, 품종특성기술서 등 구비할 자료가
많고 출원 후 서류심사 및 2회의 재배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기에 평균 22.9개월이 소
요378)되며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
한편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관련하여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절차 등이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예컨대 특허제도에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하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결과를 우선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하나 품종보호제
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출원인은 심사제도 등을 이용해 상황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 권리화를 지연할 출원 간에 심사처리 시점
및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특
허제도하의 출원공개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
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공개 없이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로 출원인
이 국내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해외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경우 특허 및 품종
보호제도 모두 우선권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에는 특허제도의 PCT 출원과
같은 절차가 없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개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의 경우 PCT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식물신품종을 출원한 후 등록가능성, 사
업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별국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함께 권리의 행사 측면에서도 품종보호제도와 차별된 장점
을 갖는다. 즉 특허제도는 적법한 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기초로 권리를 행사
할 경우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적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
376) 특허법제42조제1항 및 2항
377)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 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378) 특허청 내부자료, 앞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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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특허법 제96조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의 효력이 거의 미치는 반면, 품종보호권은 i)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및 iv) 농민의 자가 생산을 목적
으로 자가채종 할 때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 내에서의 실시(농
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 동일한 종자에 대하여 특허제도를 이용하면 지식재산권 출원, 평가, 기술이전, 기
술금융, 투자, 조세, 인증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지원제도 및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특허
제도의 경우 다양한 기술가치평가모델 및 평가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평가결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반면, 품종보호제도 아래 보호된 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그 평
가기반이 취약한 점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379)
표 53 특허제도 및 품종보호제도의 장단점 비교
구분

특허제도

품종보호제도

○ 보호대상이 다양함
보호대상

○ 식물자체만 보호

-식물자체, 식물일부분, 육종방법 등
○ 1군의 발명으로 여러 보호대상을 함께
출원할 수 있음
○ 준비자료가 적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짧음

권리

권리확보
과정

○ 식물품종마다 별개 출원해야 함
○ 준비자료가 많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많음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편임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적은 편임

확보
-심사청구, 우선심사, 출원공개, PCT 등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행사
권리범위

-개발된 식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
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화 가능

○ 보호품종,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실시가능
○ 기본유래품종,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
되지 않는 품종,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
권리행사

음 편임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도 효력 미침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379) 농림축산식품분야의 평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평가모델을 2012년 구
축한 후 평가 시 활용하고 있으나, 특허제도가 아닌 품종보호제도 아래서만 보호된 종자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모
델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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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소요비용

유통
상업적

용이성

활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농부의 권리)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신규성상실

용시 신규성 상실

·존속기간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해외출원
기타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지원제도

I II .

및 임목의 경우 25년)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국내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종자 기 업의

지재권

확보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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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
계, 심사 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등 시기별로 고려할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이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선행자료 검색 및 활용
최근 기업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R&D는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생산물을 도출하기 위해 R&D 기획단계 부터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거나
(IP-R&D), 시장성 사업성 등을 적극 고려(R&BD)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품종개발에도 예외가 아니며, 보다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
요하다.
먼저 개발자 또는 육종자는 선행보호품종 또는 선행특허 검색을 통해 기존 품종을 개
발함에 따른 투자금 낭비와 불필요한 로열티 지급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선행보호품종
은 국립종자원(seed.go.kr),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kfsv.go.kr) 및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apvc.nfrdi.re.kr) 홈페이지에서 개별품종을 검색하거나, 해당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
는 품종보호공보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선행특허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
색 DB인 키프리스(kipris.or.kr)를 이용하거나, 윕스온(wipson.com), 델피온
(www.delphion.com) 등의 유료 검색 DB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유전서열을 이용
한 형질전환 식물을 개발하려는 경우 유전서열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침해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www.ncbi.nlm.nih.gov)의 BLAST 검색
도구를 이용하면 해당 유전서열의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380)
또한 개발자 또는 육종가는 종자관련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특허 기술 개발추이파악, 경
쟁자분석, 공백기술 품종 도출, 분쟁가능성 예측, 침해회피설계 등을 수행함으로써 품종개
①

·

·

·

380)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홈페이지(www.ncbi.nlm.nih.gov)를 방문하면, 우측에 BLAST 검색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한다. BLAST는 연구를 통해 얻어진 뉴클레오티디 또는 아미노산 서열 등의 유전정보가 공지된 것인지,
기능이 규명된 것인지, 특허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색툴로 검색시 “database" 조건을 ‘patent
sequeces(pat)'으로 설정하면 해당 유전자 서열이 특허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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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정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은 특허청
에서 수행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의 ‘R&D 기획지원사
업’ 등을 이용해 지원받거나, e특허나라(www.patentmap.or.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존 수행 R&D 특허동향조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품종보호 또는 특허등록 가능한 유형 파악
개발자 또는 육종가는 선행자료 조사를 통한 품종개발을 기획함에 있어서 품종보호 또
는 특허등록이 가능한 조건 및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자료를 해석하고 품
종개발단계에서 품종을 선별함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
될 수 있는 것’(동법제2조2호)을 의미하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등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법상 식물관련 발명은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
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
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규식물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
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양 제도에서 함께 보호 가능한 신규식물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보호되는 식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허법상으로도 2006년 이전에는 무성번
식식물만 보호가능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유성 무성을 불문하고 모
든 신규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받기위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사실무가
이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특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며, 그
특성이 신규식물이 속하는 종의 공지 식물이 갖는 형질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고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며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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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
해바라기속(Helianthus spp.), 엉겅퀴속(Cirsium spp.) 및 수레국화속(Centaurea)으로부터 선택된 국화과의 다른 종
으로부터 유래된 서열번호2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세포질 웅성불임성을 안정적으로 발현시키는
캐리어로서 역할을 하는 세포질을 갖는 식물세포로부터 조직배양시킨 치커리{Cichorium intybus(L.) var. foliosum
}, 꽃상추{Cichorium endivia(L.) } 및 상추{Lactucasativa(L.) }로부터 선택된 국화과에 속하는 채소식물. (상세한
설명에는 출원발명의 국화과 채소식물이 100% 웅성불임성을 나타낸 실험예가 있음)

(인용발명)
해바라기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치커리세포질과 융합시켜 치커리식물의 웅성불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험에 따르면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식물은 불과 1%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다.

【설명】
양 발명은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해바라기의 DNA를 함유한 미토콘드리아를 치커리세포질과 융합시켜 치커리식물
의 웅성불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출원발명의 식물세포가 세포질 웅성불임성을 안정적으로 발현시
키는 특성을 가져 결과적으로 출원발명의 국화과 채소식물이 100% 웅성불임성을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것이
므로 진보성이 있다(유럽 T 0579/01 참조).

상기 심사실무가이드에 제시된 예시는 세포융합 등의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으
로 개발된 식물이 공지식물과 비교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보여주면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만을 통해 보호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적인 육종방법,
예컨대 부친과 모친을 교배하여 새로운 식물을 육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융합, 형질
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것에 비해 표현형 차이가 크지 않아 거절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육종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도 양친의 품종이 상이하고 육종된 품
종에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초월성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보성을 허여할 것이며, 심사
결과 등록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발명의 명칭 :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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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 "티비시"와 꽃양배추 "엽목단"을 봉오리교배하여 종간잡종개체를 얻고 이를 자식하여 종자친(모친)을 얻어 계
통순화하여 결실한 종자를 채파하여 생육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조직배양에 의한 무성번식법에 의해 번식되
는 식물 신품종 로얄채(Brassica oleracea L. var. capitata):
1. 잎
모양: 약간 타원형 및 둥그스런 형태
엽병: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부드럽고 붉은색을 띠고, 잎파랑이가 아주 작게 축소된 모양으로 2~3개 가량 멀리 떨어
지지 않은 위치에 엇갈려 부착되어 있음
엽신: 앞면과 뒷면이 녹색
엽맥: 평면보다 도드라진 붉은색
엽연: 약간의 평면요철과 굴곡이 있는 붉은색
엽면: 왁스가 엷게 발라져 있는 것처럼 뽀얀 형태를 보임
2. 자가불화합성: 강함

【설명】
신품종 "로얄채"의 경우 기존의 쌈케일이 쓴맛이 강하며 뻣뻣한 느낌을 주는데 비해 부드러우며 단맛과 철분, 칼
슘 등이 케일보다 현저히 우수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초월 육종된 품종으로 판단될 수 있음.

한편 돌연변이 육종된 품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복재현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 거절되
는 경우가 빈번하나, 방사선 조사량, 거리 등 돌연변이 유발조건이 특정되고 반복가능성
과 그 성공확률에 대하여 그 특성에 비추어 과학적으로 품종식물을 재현하는 것이 당업
자에게 가능하기만 하면, 그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 등록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등록
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특허등록제10-1202909호
발명의 명칭 : 자생란 석곡 신품종 설국(雪國)

청구항 1항
자생란 '석곡'을 교배하여 얻은 종자를 삼각 flask에 파종하고 발아한 유식물체에 방사선 선원으로부터 150.2㎝의 거
리에서(γ선) 30GY 조사량으로 24시간 처리(시간당 선량 1.25GY조사)하고 3회이상 계대배양하여 고정시키고 복륜무
늬개체를 선발한 다음, 이를 대량무성증식하여 배양한 후 플러그판에 식재하여 온실에서 기온 22℃±2℃, 습도
60~80%, 광도는 8,000~10,000Lux의 환경조건에서 순화시켜서 육성되며 조직배양에 의해 무성번식시킴을 특징으로
하고 하기 원예식물의 특성을 가진 동양란 덴드로비움속 설국(Dendrobium spp. Sul kuk)신품종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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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잎의 무늬 : 갓줄무늬, 복륜
2) 잎의 광택(1-9) : 좋음(9)
3) 잎의 길이 : 3.2㎝
4) 엽폭 : 1.3 ㎝
5) 염색 : 담녹색
6) 초장 : 9㎝
7) 개화시기 : 4~5개월
8) 개화 횟수 : 연 2회
9) 개화 기간 : 3주
10) 번식 방법 : 생장점 조직 배양
11) 품종의 용도 : 관상용 (석부장, 목부장), 분화용

【설명】
동일품종을 교배하였으나 돌연변이 조건(방사선 조사 거리, 조사량, 처리시간 등)을 특정하였고, 비록 반복재현성 확
률은 낮지만 기존 품종과 한 가지 이상 특이한 특성을 지닌 품종을 육성하였음.

이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자 또는 육성가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돌연변이 육종된 품종
예) 방사선을 조사한 변종을 개량하여 육종한 새로운 품종

② 초월육종된 품종
예1) 부친(초장 30cm) x 모친(40cm) -> 새로운 품종(50cm)
예2) 부친(병 저항성 없음) x 모친 (병 저항성 있음; 생존율 50%)
→ 새로운 품종(병저항성 있음; 생존율 80%)

③ 육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육종방법
예) 교배 불친화성의 극복방법, 분자마커 활용방법 등

④ 서열이 공지되었으나 새로운 기능 또는 작용기작을 밝힌 특정 유전자, 그 유전자로 형질전환된 식물체
또는 품종, 그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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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서열번호 1의 염기서열을 갖는 애기장대 유래의 AtSlz 유전자를 포함하는 애기장대 또는 담배식
물의 질소 동화 감소용 조성물
예2) 애기장대 유래의 A 단백질이 B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B 단백질의 안정성 및 활성을 증가
시킴으로써 B 단백질의 수모화를 억제하는 방법

*
2.

출처 : 특허청내부자료, 국가개발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2면.
품종개발 단계

고정화 전 선별단계에서 선출원지위 확보
개발자 또는 육종가는 전통육종 또는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우수한 특성을 발현하
는 식물체를 선별한 경우 균일성, 안정성 확인을 위한 고정화 작업을 수행하기 전이라도
특허출원을 통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선출원의 지
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특허출원과 비교해 종자시료 등 시간을 요하
는 자료가 많고,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에 거짓된 정보를 기재함으
로써 거절될 가능성도 존재해 적절하지 않다.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별된 식물체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향후
심사청구 또는 개별국 진입을 시도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필요시 품종보호출원을 별도로 진행하여 개발된 품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도 있다.
①

불특정인 대상 공지 유의
특허제도의 신규성 상실은 특허출원 전 해당 품종이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
게 공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상업적 이용을 추가로 요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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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개발자 또는 육종가가 신규 품종 또는 그 종자를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종의 특성을 논문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라면 특허제도에서는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자 또
는 육종가는 특허출원을 고려할 경우 품종의 특성을 가능하면 공지하지 않아야 한다.381)
만약 불가피하게 현장공연, 강의 등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품종의 특성을 공지해야하는 상
황이라면 비밀준수서약서 등을 받아야 향후 불특정인의 공개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 공지
를 주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분자마커 등 침해입증 재료 확보 및 권리화
자기증식이 가능한 식물품종 또는 종자는 육종하는데 약 10 15년이 걸리고 유전자 변
형 식물을 제작하는데도 수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자는 식물의 특
성상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특허제도 또는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품종이라
도 3자가 보호품종을 사용하여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
에 침해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료를 발굴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종한 품종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분자마커, 유전자, 벡터 등이 특허로 보호되
어 있다면 권리자가 3자가 실시하는 품종에서 해당 분자마커 등이 검출되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복제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③

～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보호제도 선택
신규 식물품종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하거나 양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종자기업은 이중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체계에서 어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육종방법, 식물의 일부분, 번식방법 등에 대해서는 품종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이 아
①

381) 특허법에는 출원 전 공지를 하더라도 공지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면 해당 공지로 신규성을 문제 삼지 않는 공지
예외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3자가 공지내용을 논문, 블로그 등에 공개한 경우 3자의 공개행위로 인해 신규성이 상
실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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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로 특허제도를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다음은 유전자가 유용하고 이를 형질전환 등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품종을 개발한
경우이다. 이러한 식물체는 양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1군의 발명으로 유전자와 이를 포함하는 식물체에 대해 함께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도 함께 권리범위가 미치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 작물에 대
해 별도로 출원해야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특허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용절감 및 넓
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전자 등은 일종의 분자마커로 3자
의 침해여부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재료로서도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전자,
그 유전자가 포함된 벡터, 그 벡터를 포함한 형질전환식물체 등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은 전통적인 육종방법이나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신품종의 식물을 개발한 경우
이다. 발현된 특성이 특허제도 상의 진보성을 만족하는 수준, 예컨대 초월성의 특성을 보
이지 않는 경우라면 품종보호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초월성을 보이는
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해 선별되어 고정화한 것으로 교배 또는 특정
돌연변이 방법을 통해 박복재현성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품종보호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발현된 특성이 초월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탁 육종과정 기재를 통해 반
복재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거나 전통적인 육종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닌 종
래 품종과 대비하여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변이종을 ‘발견’한 경우이다. 이 경우 특허제
도를 이용하면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변이종에 대하여
여러 해를 반복하여 고정 작업을 거친 후에는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있
을 것이다.
·

양제도 동시 활용 시 출원순서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를 신규성 상실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출원 후 품종의 특성 등이 공개되는 품종보호공보는 국내에
서 반포된 간행물이 해당한다. 특허제도가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품종보호출원을 하면 지체 없이 품종의 특성 등이 품종보호공보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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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바, 신품종을 특허출원 전 품종보호출원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공지예외주장이 적용
되지 않기에 구제받을 수도 없다.
한편 품종보호제도에서의 신규성은 해당 품종 또는 종자의 상업적 이용이 없음을 의미
하며, 이에 품종보호출원 전 특허가 출원되어 공개되더라도 해당 품종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없다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사례 1] 품종보호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출원제2000-0054693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의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출원 전에 품종보호공보 제16호(1999.11.15. 종자관리소 관리)로 발간되어 공지된 품종보호출원서
(1999.9 출원)는 동일인에 의해 발명되고 출원된 것으로서 쌈추를 육종하는 방법 및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본원 발명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방법과 인용참증에 기재된 쌈추의 육종과정이 동일한 것이다’라면
서 신규성 흠결을 거절이유로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거절결정 되었다.

[사례 2] 특허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의 경우 2007년 04월 13일에
출원하여 2008월 12월 24일에 설정등록 되었고, 동 출원인은 동일품종에 대하여 2009년 04월 02일에
품종보호출원 하여 2011년 04월 11에 등록 결정되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비록 출원일 전 특허내용
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 신규성이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해외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통해 해외에 출원할 수
있으며 해외의 출원일은 국내출원일로 소급하여 판단된다. 일부 연구382)에서는 양제도 활
용의 활성화, 출원인 편의를 위해 상대방제도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나, 양 제도는 출원서류의 종류, 양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법률적 및 제도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출원된 특허를 기초로 다른 국가에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유럽, 중국 등 일
부 주요국은 식물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 품종보호출원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③

382) 강경하외, 농어업․농어천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2., 11-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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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품종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포함되어 우선권주장을 활용할 여지가 높으나, UPOV 회원국은 ‘14년 11
월 현재 72개국에 불과하므로 특정 국가에서 품종보호제도가 발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종명칭에 대한 보호
국내 종자 기업이 품종명칭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품종명
칭을 함께 보호받는 방안과, 특허출원과 별개로 상표출원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9호 및 상표법 제7조1항15호에 따라 동일한 품종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법 또는 품종보호제도 중 한가지로만 보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품종명칭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품종명칭과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상품분류코드상 31류(종자, 신선한 식물자체 등)를 지정상품으로 출원 또
는 등록된 선행상표가 없다면 품종명칭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되더라도 해당 품종
명칭과 유사한 표장에 대하여 상품분류코드상 29류 또는 30류(가공된 종자, 가공된 곡물
등)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라면, 향후 품종을 활용한 가공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유통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품종명칭을 상표출원을 통해 보호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칭에 대하여 사
과, 배, 감귤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해당
품종의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통해 특정 품종의 명칭을 보
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작물만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러
작물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향후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개별품종의 명칭으로
보호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④

․

4.

심사 및 등록단계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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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심사청구제도 활용
특허제도에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며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균일성, 안정성 등의 품질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으
로 유용한 품종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홍보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를 최
대 5년까지 유보함으로써 심사를 늦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업적, 권리행사 목적
으로 등록된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도 있
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재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조기에 등록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②

다항제 기재방법 활용
특허제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으로 다항제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보호대상을 하
나의 출원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 또한 설정등록시 또는 연차료 납부시 다항제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을 삭제함으로써 등록료 또는 연차료를 절감할 여지가 있다.
특허제도의 다항제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넓은 권리범위로부터 좁은 권리범
위까지 권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출원인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
나의 품종이 개발된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해서만 출원할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해서도 실험을 함께 진행하여 권리화하면 3자가 해당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을 출원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
다.383)
③

383) 3자가 품종을 이용한 식품가공물, 약학적 조성물 등에 대하어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품종에 대한 권리자와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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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타인의 등록품종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품종보호제도 또는 특허제도 하에 품종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 등록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 제도 사이 권리의 효력이 제
한되지 않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도에서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
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와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
채종(농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농부의 권리와 관련하여 농민의 자가
채종 수량이 일반적으로 적고, 권리자도 피해볼 손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실무적으로 특허
제도가 갖는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권리자 또는 적법한 제조 판매권을 갖은 자가 판매한 권리제품을 적법하게 구입
한 경우 구입한 자가 권리제품을 사용 또는 재판매하더라도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
는다는 원칙을 권리소진이라 한다. 특히 권리소진의 원칙이 자기복제(self-replicating)가
가능한 식물 또는 그 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와 대하여 문제되는데, 식물신품종보호
법 제58조에는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소진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
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비록 국내 사건은 아니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384)
(Bowman v. Monsanto)에서 권리소진원칙이 자기증식하는 식물의 종자에 대해서 예외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가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품종 또는 그 종자에 대하여 특허제도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기업
은 몬산토 등 외국의 종자회사들이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 계약상의 협정(contractual agreements)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의 협정은 주로 농부 등 재배업자들이 구입한 종자를 재사용 내지 종묘용으
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다른 품종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85) 권리소진원칙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①

․

·

발명에 해당하여 품종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용발명의 경우 3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제기
함으로써 실시권을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384)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7, 2013.
38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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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계약상의 협정을 두면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이 만족
하지 않아 권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라이선싱 및 기술제휴의 수단
급증하는 세계 인구와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 회사들은 끊임
없이 새로운 유용 형질(traits)을 찾거나 개발하고 있고, germplasm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많은 종자기업들은 연구개발
능력의 한계로 인해 자사의 지식재산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사의 종자 제품에 필요한 유용 형질 등에 대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
를 획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종자의 거래 시장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유용 형질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거래
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때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거래 대상이 된다.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의 유용 형질 또는 기술을 라
이선싱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의 유용 형질 등을 필요로 할 때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바
탕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와 타사의 기술을 제
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②

기타 : 정부지원제도 등 권리의 활용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등록된 품종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즉시 유통이 될 수 있는 점
은 품종보호제도의 큰 장점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를 이용한 보호품종은 기술평
가, 인증, 투자, 융자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제도를 이용해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국내 해외 출원비용,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 투자, 조세 인증, 기술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소상공인진흥공단(www.seda.or.kr),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 등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부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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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I.

종자 분 야

특허 제 도와

품 종 보호 제 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종자분야의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보호의 요건 및 절차, 권리의 효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1961년과 1978년의 UPOV 조약이나 유럽특허조약 등의 법제에서는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해 왔지만,
WTO/TRIPs 등 국제조약과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의 법제에서는 동일 품종에 대해 두
보호체계의 중첩적인 보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첩적인 보호체계 그 자
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예를 들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에 이용 저촉관계가 존재하고 각각의 권리
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실시에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 밖
에도 각 권리의 등록요건이나 효력범위의 차이로 인해 출원인을 포함한 관련 업계에 혼
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
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본문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 저촉관계
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우선권 제도는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특허출원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
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
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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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
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
고 본다.
둘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실질적인 차이는 품종보호권의 경우,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
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대해서는 그 효
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특허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들은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
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
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프랑스와
독일 등의 특허법에서도 이와 같은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경쟁력
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되
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
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
로 논의해야 할 쟁점에 해당한다고 본다.
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 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 199 -

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同日

I I.

종자

기 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 안과

향후

과제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 종자시장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공급의 확대, 기후변화
에의 대비,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응용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종자 시장은 종자 그 자체에 대한 거래 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유
용 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자사
의 주요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사의 종자
제품에 대한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유용형질 및 기술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서도 수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내 종자시장은 매우 규모가 작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식량작물의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깊숙이 개입하는 관 주도형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국내 종자
기업들은 채소시장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본이나 기
술력에서 열세에 있는 국내 종자기업들은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식물품종을 개발한 국내 기업이 그동안 품종보호제도를 선호한 이유로 특허제
도상 유성번식식물을 보호대상으로 허용한 시점이 ‘06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그 결과 인식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제도가 특
허제도보다 소요비용 절감, 유통용이성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
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종자 기업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 보다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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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가 될 것이다. 반면, 특허제도는 다양한 보호대상에 대하여 권리화가 가능하다는
점, 출원인이 준비해야할 자료가 적고 권리화가 조속히 가능한 점, 권리의 행사 측면에서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종자 기업의 입장
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계, 심사 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
단계 등 시기별로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을 마련하여,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 연구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활용한 효율적 권리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에는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종자 지재권 ‘활용’ 전략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아울러,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식량작물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식량작물 종
자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종자기
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과, 공익을 목표로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
의 지재권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I II .

종자

지재 권

관련

기타 의

논 의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논의
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는 종자에 대한 권리자(품종보호권자 및
특허권자)와 사용자의 이익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CBD)과 나고야의정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ITPGRFA)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유전자원 제공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종자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한층 복잡하고 어렵
게 만든다. 즉,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이용자라는 두 당사자 구조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자,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라는 3 당사자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관련 쟁점들로는 유전자
원의 출처공개, 사전 동의(PIC), 이익 공유,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 등 다양하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386) 태국,387) 남아프리카공화국,388) 중국389) 등 몇몇 국가들에서
①

386) 인도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Farmers Right Law'를 제정하여,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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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일부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종자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향후, 종자의 지식재산권자,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일반 이용자의 관점에서
3자간의 이익 균형을 위한 논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

종자의 지식재산권과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
지식재산권에 의해 종자에 대한 사적 독점이 가능한 오늘날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
판하고, 그 대안으로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종자는 고유 환경에 적응 발전해온 역사적 산물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공유
자산이었다. 하지만, 육종 및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적용과 그 결과물을 지식재산으로 보
호하는 현재의 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로 인해 종자는 더 이상 수집 보관 교환
가능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국적 종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종자의 가치
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인도의 나브다냐(Navdanya)를 들 수 있다. 나
브다냐 운동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인도 농민이 국제 종자 화학기업의 구조적 지배로부
터 벗어나 자율적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종자와 식량주권 수호,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적
농업방식인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토종 종자 보존과 보급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다.390)
한편, 독점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과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는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운동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2011년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을 중심으로 육종가, 농부, 종자업체, 대학 연구진이
함께 모여 오픈소스 시드 이니시티브(OSSI: Open Source Seed Initiative)가 만들어졌
다.391) 현재, OSSI는 브로콜리, 셀러리, 메밀 등을 변형한 새로운 품종 29개 씨앗을 누구
②

ㆍ

ㆍ

ㆍ

ㆍ

통적인 재래 품종에 대해 농부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387) 태국의 경우 ‘Plant Variety Protection Act'를 통해 신품종을 보호하는 한편, 태국 내의 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다.
388)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iodiversity Act of 2004’을 통해 특허권자로 하여금 토착민의 생물학적 자원에 대해 보상
을 하도록 하고 있다.
389) 중국은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0) 김경학,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014.6
391) http://www.opensourceseedinitia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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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씨앗을 종류별로 묶어 25달러에
판매하며, 이 씨앗으로 키운 식물 씨앗도 오픈소스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
다.392)
대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떠나,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은, 종자의 지식
재산권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메시
지를 던져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종자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행사와 공공정책의 균형
현재 국내 종자시장은 특히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국가 지자체 등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통해 국가 전체에 필요한 공공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에서와 같이,
식량작물을 포함한 국내 종자시장도 향후에는 종자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체제로 전
환되어 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자유시장체제 하에서 정부가 필요한 공공정책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 중의 하나는 반독점 정책이다. 특히, 몬산토 등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 시장에서는 정부
의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과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부딪치게 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라운드업레디
특허권에 관한 몬산토와 듀퐁의 분쟁에서, 듀퐁은 몬산토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
면서 몬산토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393) 듀퐁은 별도의 보고
서를 통해 몬산토가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옥수수와 대두를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의
브랜드 상품과 라이선스를 통하여 미국 대두 시장의 98%와 옥수수 시장의 79%, 그리고
미국 내 대두와 옥수수 유전자원(germplasm) 라이선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농업생명공학기술 시장이 유일한 공급자에 의해서 경쟁과 선택을 하기 힘든 상태로
굳어지고 있으며, 이는 2050년까지 세계 식량공급을 두 배로 증가시켜야 하는 세계농업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94)
③

․

392) http://www.technbeyond.co.kr/articleView.html?no=2014043014057164406
393) http://www.law360.com/articles/106707/dupont-slaps-monsanto-with-antitrust-patent-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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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자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공공정책은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이다. 지식
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자시장에서 반독점정책과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강제실시권이다. 현행 특허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국가안보, 경쟁정책, 보건정책 등의 사유에 의한 강제실시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식량안
보 등 종자시장에서의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도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94)
http://www.biosafety.or.kr/bbs/mboard.asp?exec=view&strBoardID=bsn_001&intPage=10&intCategory=6&strSe
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5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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