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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들어 특허청 업무환경은 급속하게 글로벌화 하고 있으며, IP5로서 우리나라 특허
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 직원의 국제적 역량을 보다 강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및 특허심사결과의 국가
간 공동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및 국제디자인(헤이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은 특허청 업무환경을 더
욱 급속히 국제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현재 전세계 특허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심사적체현상을 적극적
으로 타개하고 특허심사업무에 있어 각국의 중복심사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공조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특허심사업무의 국제공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 제
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국의 심사기준이 다양하고 이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력
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특허청은 WIPO 지정 공식 교육기관인데 불구하고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종 특허심사결과 공동
활용 등의 국제협력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강한 특허 창출 등 국제특허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특허청 직원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교육 전반에
관한 체계적 추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표

(1)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가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간, 예산 및 연구 인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특허청에 소속된 모든 자의 역량을 측정할 도구를 개발할 수는 없다. 이는 뒤에 상세히 설
명할 예정인 “진단의 관점”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허청 심사
관들이 각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제화 역량을 정의하고, 그 요
소들을 특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제화 역량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특정된
각 항목들을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단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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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할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법은 본 연구에
서 다루지 않는다. 이는 교육과정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이 한 사이클 종료
된 후 그 결과를 목표와의 관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기간, 연구
인원 및 예산의 제한을 차치하고라도,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 적용이 없이 단순히 새로운 교
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할 뿐인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그 자체의 평가를 논함이 무의미하
기 때문이다.
■ 무엇을 할 것인가? ➡ 진단 도구의 개발
○교육평가 = 과정평가 + 대상진단
↳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만 평가할 수 있음
그렇다면, “교육의 대상”에 대한 현황 진단에만 중점
<연구목표 1: 교육대상의 현재 수준 진단 도구 개발>
(2)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 제안

진단도구의 개발 이후에는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
을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현재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 및 문제점 파악을 행하고, 그 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상적인
발전방안을 찾아본다. 특히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과목 수
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주로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목이 필요할
것인가를 다룬다. 즉, 교과목에 담겨야 할 세부적 내용 또는 교과목들 사이의 관계와 같은
협의의 교육과정 관련 사항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간략하게만 다루도록 한다. 특허청 심사관
등이 갖고 있는 현재의 국제화 역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는 협의의 교육과정
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다.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에 관한
부정확한 “추정”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필요한 교과목 정도를 제시하는 것뿐이다.
교과목과 교육과정 사이의 상세한 관계는 아래에 정리한다.
■ 무엇을 할 것인가? ➡ 교과목 제안
○교육과정 = 교과목 + (협의의)교육과정
↳ 교과목은 사전에 주어지거나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것으로,
교육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전
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교과목뿐임
<연구목표 2: 차기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참조할 교과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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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달성에 고려되어야 할 점

기관 및 조직 구성원의 성격
특허청이라는 기관의 성격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내지 방법을 선택할 때에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관 총체적 측면에서 보면 특허청은 “특허행정”이라는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조직의 사
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행하는 것이 직무가
된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서비스
이용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청이
라는 기관의 조직적 목표는 추상적인 국가적 목표를 기관의 업무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이
기 때문에 심사관 역량 진단기법의 개발 및 교육과정의 설계라는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적 목표
조직적 목표
개인적 목표

중요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족함
<상이한 목표의 조화>

추상적
구체화
조정

둘째, 조직 구성원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청 직원들은 신분상 공무원이 된다. 특히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경우에는 직무상 독립성 요구가 매우 큰 특별한 지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소신껏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 진단 및 교육이 이들의 직무상 독립성을 흔들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단이 이루어질 때에 심사관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만을 가지고 진단
을 하게 되면 심사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들이 수
행하는 업무의 과정을 중심으로 진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만 한다.
기대효과
조직적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기대효과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들
어간다. 사업의 세부 목표, 진행 속도, 진행 수단 등의 결정은 그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그 사업의 기대효과 내에 있을 때에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이 현재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 수 없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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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킬 것
인지를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수치로 산출해 내는 것
은 극히 곤란하다. 그러나 본 연구 수행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부수적 효과가
낳을 경제적 가치로부터 간접적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 범위를 추론해 볼 수는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1년 7월 단축될 경우 국민
총생산액은 1조3433억 원 증가하고 신규 고용은 4,347명이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특허침해 등으로 해외에 지불한 손해배상액 등은 약 235억 달
러(약 32조원)였다고 하는데, 이는 만약 원활한 국제공조와 정확한 심사로 무효되지 않는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기업에 대하여 적절한 특허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이러한 해외 지불 손해배상액을 2/3 수준으로만 줄일 수 있다면 연간 약 11조원의 국가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본 연구에 기초하여 특허청 심사관을 교육함으
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기대되는 효과만큼의 비용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진단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제약이 될 수는 없다. 특허청이 공공기관이고 특허청 심사관이 공공서
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관 국제화 역량 진단기법을 개발하고 심
사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에 투입되는 금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공적 투자
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기대효과를 표시한 액수는 관련 예산의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결
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수행할 때에는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에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1)

1) 박진하, “대한민국 개조는 '특허 허브국가 건설'로 이뤄야”, 2014. 6. 6. 뉴데일리 인터넷판 기사, 2014. 10.
21.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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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개념 및 방향

(1) 전제사실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특허청 심사관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인
간 행동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에 인간 행동
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향은 교육대상이 되는 인간이 속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교육대상이 되는 인간의 학습과정을 일컬어 “사회화
(socialization)”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교육이 이렇게 정의되는 한, 교육대상이 되는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부터 어떠한 상태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교육과정의 3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거기에 교육대상
인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포함되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체적 흐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2)

3)

교육목표의 설정 → 현상의 진단 → 적합한 수단의 선택 → 과정평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체적 흐름>

<

이상의 전 교육과정의 배경에 교육철학이 놓이고, 각 단계에서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공학 등 교육학의 세부 하위학문의 성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을 알
리는 거의 최초의 연구로서, 1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시급한 사항만을 선
별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적절한 교육목
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심사관 교육용 교과목을 제안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합하였는지에
관한 평가는 본 연구에서 행하지 않는다. 실제 심사관 역량 진단도 직접 행할 수 없고, 제
2) 김영봉 외, 「교육학 개론」, 서현사, 2007, 20면.
3) <http://en.wikipedia.org/wiki/Socialization>, 2014. 12. 11.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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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교과목에 따른 교육을 실제 실시하여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선
택한 수단이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할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차기년도에 실제 진단 및 교육을 수행하여 본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과제가
된다.
(2) 개념적 모형

목표 설정 및 수단 선택을 원활히 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욱 상위에서 그와 관련된
인식 내지 관심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일반 교육학적 관점에서 모형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개념 모형

4)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숙제는 과연 위에 도시한 3차원 큐브의 어느 공간에 해당하는 것
을 가장 최우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위 일반화 모형을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특허청 심사관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차원”이란 진단 및 교육이 어떠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대상의 범위 인식 차원이다. 우리는 특허청 “심사관”의 역량 진단과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위 축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개인”이 된다. 다만, 그가 특허청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관 차원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다.
둘째, “단위”가 “누구”를 진단 및 교육하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과제”는 “무엇”
을 진단 및 교육하는가에 관계된 문제이다. 널리 심사관 국제화 역량 강화 전반에 관련해서
는 과제 차원의 6가지 내용인 “개념”, “가치”, “내용”, “역할”, “방법론”, 그리고
4) 황정규, 「교육측정ㆍ평가의 새 지평」, 교육과학사, 199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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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모두 중요한 해결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서비
스 제공 과정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심사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과
목” 제안에 한정된 작업을 수행한다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공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공중”이란 진단 및 교육이 과연 궁극적으로 누
구를 위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즉, 교육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
서 진단 요소와 교과목을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개념”과 “가치”는 이미 앞에
서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 “역할”은 본 연구에서 “목표”에 통합되어 있으
며, 교과목 제안 수준을 넘는 내용 설정 및 방법론 개발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였다.
셋째, “탐구양식” 차원은 “어느 정도” 깊이에서 대상을 진단 및 교육할 것인가에 관
계된 문제이다. 우리는 단순히 교육대상자에게 일정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둘 수
도 있고, 그가 이러한 경험을 완전히 내면화하여 기존 경험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맞
닥뜨렸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둘 수도 있으며, 이를 넘어 그가 다
소 철학적이고 비판적인 “고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둘 수도
있다. 우리는 역량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실제 당면한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명백히 “경험적 차원”
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넘는 과도한 진단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용 대
비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의 관점이라는 것
은 대체로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급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심사관의
“기본” 및 “핵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 “비판적 차원”까지 관심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해석적 차원”에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심사관의 “주관적 적극
성”을 배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5)

주된 관심 영역
5) 황정규, 앞의 책,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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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어떠한 연구에서든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 문헌을 참조하는 것은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주제에 관련해서는 본
연구가 거의 최초의 연구이고 동일ㆍ유사 주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것이 현
실이다. 그러므로 문헌 연구는 이보다 상위 주제를 다루는 일반 교육학적 이론에 관하여 주
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심사관 국제화 역량 강화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 사례

비슷한 문제의 해결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다른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우선 국내에서 국제화 요구를 일으키는 환경적 압력을 유사하게 받고 있는 타 기관의
전문가 역량 진단 및 교육 관련 자료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허청
이 받고 있는 압력과 유사한 국제화 압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학, 연구소, 로펌
등 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공적 기관의 성격을 특허청과 공유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가 가장 참조하기에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적 조직의 사례는 특허청 심사관 국제화
역량의 진단 및 강화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
구나 과정을 직접 심사관 진단 또는 교육에 차용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
특허청 심사관에 대한 국제화 역량 진단 및 교육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 특허를 선도하는 IP5에 속한 외국의 사례는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과정 설계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범위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해서는 단지 “교과
목” 제안에 그치게 되는바, “교과목”은 교육목표가 설정되면 자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것
이므로 굳이 외국의 사례를 공들여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크지 않다. 다만, 후속 연구의 출
발점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본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는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①미국, ②유럽, ③중국, ④일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시
하게 될 것이다.
(3)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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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및 인터뷰는 여러 연구에서 연구방향을 정하고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널리 활용하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조사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특
히 특허청 심사관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표가 “잠재적 특허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글로벌 환경에서 특허출원을 주로 행하는 대형 다국적 기업이
특허 출원 심사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점이 개선되기를 희망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본 연구 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
다.
다 . 구성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1) 목표의 구체화

이미 본 연구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구상을 밝힌 바 있으나, 이로부터 직접 최
종 결과물인 교과목을 도출하기에는 아직 지나치게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실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차기년도에 실제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에 머물러 있는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
(2) 심사관 국제화 역량의 현황 진단도구 개발

교육목표가 구체화되면 구체화된 교육목표 및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관 국제
화 역량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 당장 차기년도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크고 길어지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진단 결과 추구하는 정도에 미달되는 요소를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 환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계 유지에도 역시 중점
을 둘 필요가 있다.
(3) 현재의 교과목 분석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여 더 나은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차기년도 교과목을 제안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된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던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대하여 집중 분석한다. 특히 신규 심사관 과정 등 공통, 필수, 집
합교육의 교과목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미 앞서 밝혔듯이 국제화 역량 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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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는 기본에 충실한 심사관을 양성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과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끝나면 차기년도에 가르쳐야 할 교과목 제안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 구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과 동시에, 목표와 연계하여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만 할 교
육과정 평가와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속적 환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학적 이론에 근거한
2015년도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이 제안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제안하는 교과목 구성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것인지, 목표
달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절대비용이 충분히 낮은 교육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이다.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덧셈”을 예로 들어보
자. 이 무렵에 덧셈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협의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이전에 “국민(경
제) 생활에 필요한 기초(계산) 교육을 행한다”라고 하는 교육의 세부 목표에 따라 사전적
ㆍ자동적으로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때의 덧셈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자리수 덧셈 → 교환법칙 ⇄ 10 이상의 수 덧셈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의 덧셈 교육의 과정>

<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위와 같은 흐름으로 표 안에 제시된 내용만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저비용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자리 숫자의 덧셈을 행할 때에 보통 세로 계산식 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며, 그 안에 어떠한 원리와 이론이 숨어 있는지를 학생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덧셈과 관련한 우리의 교육 목표는 건전한 경제시민 양성을 위
한 기초계산교육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초계산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상의 교육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활한” 교육과정 진행을 위해서는, 비록
원리를 구체적으로 깨우치도록 할 필요는 없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원리를 제시하는 과정을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교환법칙” 이론 설명과 “실전 문제 풀이” 사이의 반복 교
육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7+5”라는 문제는 “(2+5)+5”라는 문제와 사실상 같은 것이
고, 이는 또 “2+(5+5)”라는 문제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막연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어야
“15+17” 문제의 해결에서 이것이 사실은 “(10+10+10)+2”로 치환되면서 세로계산식에서
10의 자리숫자에 1을 더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후속 연구에서 협의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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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내용, 과정(순서) 및 정도를 목
표를 반영한 이론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는 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4) 해외 사례 제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해외 사례의 제시는 후속 연구시 및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목표의
변경시(요구되는 이상적 심사관상의 변경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의 심사관 교육사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세계 특허의 흐름을 선도하는 주요 특허권역인 미국, 유럽, 일
본 및 중국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며, 각 단락의 말미에는 이들 특허권역의 사례가 우리나라
에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에 깊이를 더하고 후속 연구에서 외국 사례를 더
욱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차년도 계획의 구체적 안 제시

마지막으로는 결론으로서 차년도(2015년도)에 제1단계로서 심사관 역량 진단 및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진단표 및 교과목을 제안한다. 또한 국제화 역량의 ‘직접적’ 강화
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국제특허전문가과정”, “지식재산국제협상전
문가과정”, “아랍에미리트특허심사과정” 등 30개의 국제화 과정과, WIPO 및 OHIM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5개의 지식재산교육과정 등 총 35개의 제2단계 국제화 역량 강화 과정에
포함될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더욱 발전된 협의의 과정 설계 및 운용
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이를 기초로 예산 편성이나 배정 등 국가조직 내에서의
행정업무나 관련 산업에서의 신수요 창출 등과 같은 국가조직 외부에 영향을 주는 업무 등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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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목표의 구체화 및 교육대상의 특징 파악

1. 교육목표의 구체화

가. 특허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잠시 후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국제화의 과정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환경변화에의 대응 태도는 국제화의 개념을 이루는 핵심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허청 심사관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심사관 국제화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1) 특허청 업무환경의 국제화

우선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관련 문제를 선도하는 5개 주요 권역의 하나로
성장하여 소위 “IP5”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급증
하고 있고 특허심사업무의 국제공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의정서(Madrid Protocol) 및 신헤이그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등 여러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이 이미 발효되었거나 곧 발효예
정에 있어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기존의 전통적 국내 출원의 심사 이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제출원 관련 업무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우
리나라 특허청 출원이 내국인에 의한 출원 수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
어 이러한 외국인 출원을 다루어야 하는 빈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특허청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가입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러한 국제규범 준수의
무에 따른 국내 법령의 전면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허청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한 모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에 적체되어 있는 심사 업무를 우리나라에서 대신
처리하여 주기 위한 국제 특허 협력 사업이나,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행정시스템을 다른 나
라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한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6)

7)

(2) WIPO 지정 공식 교육기관

이러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 2006년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세계지
적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세계 최초로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위상에 부합
8)

6) <http://www.fnnews.com/news/201312081727126114>, 2014. 12. 11. 최종접속.
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0700031956290>, 2014. 12. 11.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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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심사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교육환경 및 교육내
용이 국제적 수준이라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강한
특허 창출 등 국제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심사결과가 정책기조에 미
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심사결과가 시장 및 경제계에 가져올 파급효과
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배양시키는 식으로 꼭 필요하지만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지향점의 이해

(1) 국제화 역량의 개념 정의

국제화
국제화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의 의미를 보편적이고 포괄적으
로 명확히 정의한 학자는 찾기 어렵다. 이는 “국제화”라는 용어가 쓰이는 분야나 필자나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국제화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
게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
역을 가리키는 말로 세계화(globalization)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세계화는 “경제,
금융, 무역, 통신의 세계적 통합 움직임”을 말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지역적·국가적 시각
으로부터 자본, 상품, 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으로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를 향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의 개방(opening)이 요구된다. 그리고 법률 시장의 세
1)

9)

10)

11)

12)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0216502>, 2
014. 12. 11, 최종접속.
9) In economics, internationalization is the process of increasing involvement of enterprises in
international markets, although there is no agreed defi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ization, 2014. 12. 27. “Globalization is a process that
encompasses the causes, course, and consequences of transnational and transcultural integration of
human and non-human activities.” Nayef R.F. Al-Rodhan & Gérard Stoudmann, Geneva Ctr. for
Sec. Policy, “Definitions of Globalization: A Comprehensive Overview and a Proposed Definition”
(2006) at 5 cited by Larry Catá Backer, Bret Stancil, “BEYOND COLONIZATION--GLOBAL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ROGRAMS OF U.S. LEGAL EDUCATION ABROAD BY
INDIGENOUS INSTITUTIONS”, 5 Drexel L. Rev. 317, at 326.
10) Miron Mushkat, Roda Mushkat, “The Political Economy of Sovereignty Revisited: A
Re-Examination of the Public Choice Model in Ligh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7 Asper Rev. Int'l Bus. & Trade L. 115) 2007 at 123.
11) Edna Udobong, “TRENDS IN CROSS-BORDER LAWYERING: THE GATS IDEAL OR THE INDIAN
REALITY FOR U.S. LAWYERS?”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3 (43 Cal. W. Int'l
L.J. 343) at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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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는 법률, 규칙, 법률서비스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와 자유화라는 용어는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다. 무역 자유화
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저해하는 관세 또는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
폐 또는 축소”를 의미한다. 국제화는 자유화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국제화와 자유
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프리드먼은 국제화를 “민주주의 초석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대중이 도움을 주는 과정”
으로 정의하였다. 프리드먼의 국제화에는“이질적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대중”의 다
양한 목소리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려면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받
아들일 수 있는 관대한 태도와 함께 수많은 견해들 사이에서 현재 상태를 가장 최선의 상
태로 변화시키기에 적합한 견해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결단이 요구된다. 또한 대중이 계
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질적인 개인 하나하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응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이나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의 관계가 아
니라 소통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이어야 한다. 결국 “국제화”는 상태, 차이, 변화, 선택
에 대한 인식 또는 지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요구되는 인식 또는 지식의 범
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국제화” 과정은 “인간의 성숙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인간”이 된 자는 국제화된
“세계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변화와 선택”의 차원에서 “국제화”라는 용어는 “지역화”와 종종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 “국제화”와 “지역화”는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지역적 차이가 있고 기술적 규제가 상이한 곳에서 제
13)

14)

15)

16)

12) Edna Udobong, TRENDS IN CROSS-BORDER LAWYERING: THE GATS IDEAL OR THE INDIAN
REALITY FOR U.S. LAWYERS?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3 (43 Cal. W. Int'l
L.J. 343) at 350.
13) Edna Udobong, TRENDS IN CROSS-BORDER LAWYERING: THE GATS IDEAL OR THE INDIAN
REALITY FOR U.S. LAWYERS?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3 (43 Cal. W. Int'l
L.J. 343) at 350-351.
14) "I call the process by which the herd helps to build the foundation stones of democracy..."; T.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Macmillan, 1999, p.
162.; 프리드먼은 “세계화”의 혁명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러한 개념을 특히 "Globalization"과 "Revolution"
의 합성조어인 “Globalution"이라 표현하였다.
15) 예컨대,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별개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식과 해법을 모두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자기만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기본과 핵심은 동일할지라도, 남자를 대할 때와 여
자를 대할 때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개별적 접근을 능숙하
게 행할 수 있을 때에 원활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16) 다른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각 문화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 즉 인종 및 민족을 비롯하여 성,
연령, 종교, 사회계층, 장애, 성적 선호 등의 “상태”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국제화의 출발점이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원재 외, 「보건의료서비스 인력의 국제화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 가천대학교,
2012,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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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통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이 사용될 각 지역의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물건으
로서의 제품이 아니라 대상을 인간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전에 외국에서 활동해 본 적도 없었던 야구선수 류현진은 야구를 잘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적극적 태도와 함께 늘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는 친밀한 성격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그 결과 국내 최고 투수로서 곧바로 미국 메이
저리그에 데뷔하여 국제화된 세계적 수준의 야구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7)

18)

19)

20)

역량
“역량”은 “국제화”와 비교할 때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정립된 개념이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은 사전적으로는 통상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간단히 정의된다.
이
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풀어 분석하면, “어떠한 업무 또는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월
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내적 속성”이 곧 “역량”이 된다.
즉, “역량”이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기대하게끔 하는 힘의 범위 또는
총량”이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바를 실제 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보
다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식”, “기술” 및 “태도”가 “역량”
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역량”이 힘의 “범위 또는 총량”을 의미하는 한, "역량”은 한 순간에 총체적으로 얻
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체계적으로 쌓아올려져야 한다. 이러한
순서 또는 체계의 측면에서 역량을 보통 “기본역량”, “핵심역량” 및 “전문역량”으로
나누어 살핀다. 또한 “역량”을 힘의 “범위 또는 총량”으로 보는 한 “역량의 강화”란
“역량”을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하게 된다.
2)

21)

22)

17) <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ization_and_localization>, 2014. 12. 11. 최종접속.
18)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LA 다저스 입단 초기에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http://www.hankookilbo.com/v/c1fe7522af474bdab518a2ba2ace47d6>, 2014. 12. 10. 최종접속.
19) ko.wikipedia.org/wiki/류현진, 2014. 12. 10. 최종접속.
20) <http://sports.mk.co.kr/view.php?no=1339497&year=2014>, 2014. 12. 10. 최종접속.
21)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6729400>, 2014. 10. 21. 최종접속.
22) "[Competency is a] underlying characteristic of an individual that is causally related to criterion
referenced effective and/or superior performance in a job or situation."; L. M. Spencer and S. G.
Spencer,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Wiley, 199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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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역량
역량이 실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지식”, “기술” 및 “태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라면, 국제화 역량의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국제화
의 각 개념요소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이를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
술”, 종국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태
도”의 각 측면을 평가하고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도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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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력
언어능력
법규지식
기술지식
시장ㆍ정책이해력
※구성요소


신속ㆍ정확ㆍ원활한
특허행정서비스의 제공
※행동지침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증가
※목표


행정효율개선을 통한
공적 비용 절감
개선된 서비스 활용을 통한
사적 영역에서의 이익 증대
교육수요 및 법제도 수출
등을 통한 신규수익원 창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국제화 역량 강화의 전체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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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심사업무가 일종의 공공 “서비스”인 이상 서비스 이용자의 만
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새기는 것이
다. “국제화”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고, “역량”은 실
제 업무에서의 성과 창출 가능성에 관계되는 것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특허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화 역량의 진단은 현재 우리나라 심사관 및 심사
환경과 다른 특허권역 사람들 및 그 환경 간의 차이 속에서 심사관의 “업무처리과정”에
서 나타나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화 역량”은 “차이를 존중하여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견해 중에
서 현재 상태를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지
식, 대응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심사관 국제화 역량”은 언어 법규 문화
등 세계 각국의 심사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심사 관련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태도 지식 및 대응기술 등의 종합적
업무역량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한다는 것은 문화, 언어, 법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고, 아울러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언어와 법규 등의 이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화
역량이 있는 심사관은 “종합적 심사능력을 보유한 심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분
야에서든 국내 최고수준에 도달한 자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이미 국제화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

,

,

,

”

23)

(2) 외부진단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

특허청 심사관 역량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때에 그 증거자료를 외부인이 생산하여야 한
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특허청 내부에서 이와 같은 증거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일정 분야의 기술, 지식재산 법령 및 특허행정 등에 있어
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있는 전문가로 통상 전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문가의 역량을 내부적으로 진단하고자 할 때에는 두 가지 난점이 따른다. 첫째는 전문가
를 전문적 관점에서 진단하려면 진단 대상이 되는 자 이상의 전문적 역량을 지닌 자가 진
단을 수행하여야 할 터인데, 이러한 자를 활용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경제적 효
율성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둘째, 전문가들은 명예와 명성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동류의 전문가에 의해 진단을 받는 것에 대해 보통 강한 저항을 하게 마련이고, 진단을 수
행하는 전문가 역시 동류의 다른 전문가 진단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23) 이해를 돕기 위해 속된 표현을 사용하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은 오늘날 국제화
개념과 관련하여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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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두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진단을 수행하는 자와 진단을 받는 자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선에서 정확한 진단을 행하지 않고 대충 좋게 넘어가려는 무언의 합의가
일어나기 쉽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부정과 무능으로 인하여 불신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 있는 상황에서는, 특허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심사관 역량 진단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진단의 결과가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진단으로부터
도출된 것일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을 야기하기 쉽다.
또한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심사관 업무의 특성 때문에 다른 심사관 등 내부
인력이 진단 대상 심사관의 업무처리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단 및 개선의 핵심은 심사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이
다. 진단 대상 심사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전문가를 곁에 밀착시켜 붙여
놓게 되면, 이는 진단 대상 심사관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오히려 업무에의 집중도와 효율
을 떨어뜨리며, 심사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오해를 낳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심사관이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사관의 역량을 진단할 때부터 이용자 또는
대중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미달하
는 항목에 집중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진단의 방
향 역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내부 진단만으로는 이러한 취
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
24)

(3) 특허청 또는 지식재산연수원의 역할

특허청 심사관의 역량에 대하여 외부자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청 지식재산
연수원의 역할은 진단 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외부
진단이라 하여 심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 진단을 맞길 수는 없다. 심사관이 실
제 다루었던 구체적 심사 건의 처리과정에서 심사관이 보인 태도가 진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진단을 행할 주체는 대체로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인 변리사가 될 것
이다. 심사관이 속해 있는 기관인 특허청 또는 그 산하기관이 직접 출원인이나 변리사에게
진단자료 작성을 요구한다면, 출원인이나 변리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특정 심사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진단을 하게 될 경우 이후의 출원 심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까 두려움
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직도 흔히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우려는 매우 근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단 자료 작성을 요구하고 수집하는 1차적 주체는 특허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이어야 한다. 예컨대 대한변리사회와 같은 변리사의 이익을 위한 기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외부기관이 수집하여 작성자의 개인정보
24) <http://www.news-y.co.kr/MYH20140421012400038/>
- 19 -

를 특허청에서 알 수 없도록 가공한 자료를 넘겨받아 정리하고 평가하여 진단 대상 심사관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가인 심사관에게는 전달된 진단결과에 기초하
여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수정하여 나갈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개선
할 수 없거나 그것이 효율적이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연수원이 적절한 교육과
정을 편성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심사관 역량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이 여러 주체들이 모여 진단하고 관리하
는 “평가위원회”를 지식재산연수원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구체화된 하위 목표 항목

이제 진단 및 교과목 개발에 있어 구체적 과제가 되어야 할 체계화된 하위 목표항목을
도출해야 한다. 이보다 상위의 추상적 목표가 “고객 만족 향상”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사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어떠한
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1) 행정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빠르게 원활히 제공될 때에 보다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그
렇다면 심사관이 행정 프로세스에 더욱 익숙해져서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심사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될 때에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관들이 ①국내적 프로세스에 대해 더욱 익숙해지도록 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 ②중복심사 방지를 위한
공통 업무를 숙지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외국에 출원된 심사 건의 처리 대행 업무 등과 관
련하여 ③국가 간의 상이한 심사기준을 우리나라 심사기준과의 차이를 인식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④공조와 협력 과정에서 다른 나라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의사소통” 관련 문
제에서 다룬다.
(2) 의사소통 관련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국제화 역량의 요소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
마 외국어 지식일 것이다. 외국어를 알고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제화된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어를 알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아니며,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은 그 자체가 몇 가지 능력의 융합체로서
이를 분리하여 살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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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미국인 상대방을 만나 국제 계약을 따내기 위한 미팅 자리에 다음
의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발해 보내야 한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고 평소에
일상적 업무도 잘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대인관계도 서툴러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매사에 의욕이 없었으며 회의석상에서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을 자주 하곤 하였다. 두 번째
사람은 소위 “콩글리시”를 구사하는 사람이지만, 업무 이해도가 뛰어나며 이번 계약의 기
획단계에서부터 깊이 관여하여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평소 적극적 성격과 유연한
태도로 동료들과 잘 어울렸으며 의욕적으로 주제를 파고들어 상대방이 원하는 핵심을 잘
짚어내곤 하였다. 아마 백이면 백,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당신의 선택 역시 두 번
째 사람일 것이다.
언어 그 자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 업무에서의 성패를 결정하
는 것은 위에 사례로 나열하였던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는 융합적 총체로서의 의사소통 능
력이다. 좋은 도구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자가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국제
화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심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제1단계는 외국어를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활용하여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임
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외국어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관련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우선 종합적 의사
소통능력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의 의사소통 역량을 진단할 때
에 어느 한 구성요소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요소가 매우 뛰어나 그 문제를 메울 수 있
다면, 전체적 성과 내지 성공의 가능성 측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뒤에 다시 살피겠지만, 심사관의 외국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진단은 심사관이 업무 과정에서 직접 상대하였던 외국어 사용자에게 종합적 의사소통이 원
활이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하여 답을 얻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
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불구하고 외국어 구사력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외국어
를 일상적으로 구사하여야 하는 심사관들, 예를 들어 심사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나
라 특허청에 파견되어야 하는 심사관 등의 경우에는 파견지 공용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
사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 외에도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는 전 세계에서 수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문헌자료는 각
국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심사관이 최소한 국제출원 및 국제공개
언어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는 최소한 사전을 참조하여 독해가 가능한 수준 정도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어야 각국 공식기관에 의하여 이들 언어로 공지
25)

26)

25) 특허법 제29조에서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26) 한국어 외에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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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서면에 접근하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심사관 역량 강화의 제1차적 단계에서는 주요 외국어에 대하여 독해가 가능
한 수준까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어 자체보다는 종합적 의사소통 능
력의 신장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령 관련

특허청 심사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특허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질 때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의에 의한
행정이 배제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 높은 만
족도를 보일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에게 법령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허청 심사관에게 가장 중요한 법령은 역시 ①산업재산권법과 관련 국제규범일 것이다.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중에서는 파리협약, WTO/TRIPs와 같은 포괄적 다자조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조약은 조약규정의 국내법 반영 의무 때문에 모든 산업재산권에 대한 모
든 출원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심사관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그 밖
에 마드리드조약이나 헤이그협정 등 특정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조약, 또는 한
미FTA와 같은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심사관들이 선택적으
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할 것이다. 산업재산권법은 비교적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
므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국제규범상의 의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법률의 개
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업무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규
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허청 심사관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법령은 ②산업재산권법의 주변법령 및 행정법일
것이다. “상태” 및 “차이”에 대한 “인식”을 국제화의 주요 요소로 보았으므로, 산업
재산권을 그보다 상위 개념인 지식재산권에 함께 속하는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보는 것은 국제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산업재산권법은 일정한 정보를 “재산권”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재산권법의
일반법이자 최상위법인 “민법”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심사의 절차 관련 규
정에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역시 교육 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객친화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발명
진흥법 등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재산권법에서 재산권 관련 부분과 소송절
차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규정은 산업재산권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의
하위법규로서의 성격을 갖는바, 행정법 역시 심사관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③조약 해석규칙을 정한 비엔나 조약 등 조약의 일반조약, 계약
법 및 국제경제법, 그리고 경쟁법 등의 특수 분야에 관련된 법령들이다. 조약을 깊이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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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그 자체와 조약 규정의 해석원칙 등 일반론을 다루고 있는 기본
조약들을 먼저 익힐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아랍에미리트 특허심사대행 양해각서 및 이
에 따른 본 계약 체결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는 심사관의 경우 법령에 따르는 외에
도 계약에 정한 범위에서 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한 단
계 높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계약서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법은 독점규제법 등 경쟁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독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더욱 높은 수준에서 산업재산권을 이해
하려면 경쟁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업재산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④해외 특정 국가의 개별 법령이다. 앞서 들었던 사례에서 아랍
에미리트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을 우리나라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 특
허법과 관련 규칙 및 기준을 모르고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4) 기술 관련

한편 심사관은 기술ㆍ정책 및 경제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이해 역시 필수적으로 갖추어
야 한다. 특허법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산업발전”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뜻하기
때문에 국제공조와 협력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강한
특허가 외국기업에만 유리하고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우리
나라의 분야별 기술수준과 세계적 기술 흐름을 읽고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또한 국가적인 산업재산정책에 부합하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정책 이해도 향상이 필수
이다. 그리고 심사결과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장상황 및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가기관에 속한 심사관이 국가적 기술정책
에 부합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부연 설명하지 않는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현재의 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에 “정부 3.0의 이해”라고 하
는 과목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기술시장의 이해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주체이자 특허청의 주된 서비스 이용
고객인 기업의 입장을 심사관이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업의 특허청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27)

27) 특허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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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대상의 특성

가 . 특허청의 조직 현황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구성 28)

본 연구에서 교육의 주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심사관 개인이다. 그러나 심사관이 속
해 있는 조직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사관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특허청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먼저 특
허청 본청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특허청 본청 조직도

[

28)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2014. 6. 5.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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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청의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특허청 소속기관

[

(2) 지식재산연수원의 조직

이 중에서 특히 지식재산연수원의 조직 구성을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
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림 4] 지식재산연수원 조직도

[

(3) 시사점

이와 같은 특허청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특허보다 상표 및 디자인 심사에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성격
및 연력 측면에서 디자인보호법은 상표법보다 오히려 특허법과 유사성이 크다.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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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 상표법을 다루는 인력과 창작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을 다루는 인
력이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구성은 특허와 비교할 때 상표 및 디자인
의 비중을 낮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후술할 인력 구성에서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그렇다면 상표 및 디자인 심사의 품질 저하는 막기 위해 이를 담당
하는 심사관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와 디자인 담당인력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특허청은 조직 및 인력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하므로 획일적ㆍ공통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공통”, “필수” 및 “집합” 교육에서의 교과목 제안에 무게를 두겠지만, 후
속 연구에서는 “개별교육” 및 “선택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전체적 체계를 염두
에 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과 36인의 작은 집단이므로, 규모 및 인적 구성 측면에서 국
제화역량 강화 교육업무 전반을 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식재산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단자료의
취합ㆍ정리, 교육기획 및 품질관리업무 등 내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 외에는 아웃소싱
하여 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나. 구성원의 특성

(1) 특허청 심사관의 인력 구성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청 심사관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특허 및 실용신안

<

표 1>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관 경력별 현황

29)

29) ＿, 「특허청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12, 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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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관에 대해 살펴보면, 4년 미만이 최다이며 선임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리병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선임급 비율이
낮고 경력이 짧은 심사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선임자에 의한 후임자 평가ㆍ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2)

디자인 및 상표

<

표 2> 디자인ㆍ상표 심사관 경력별 현황

30)

디자인 및 상표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디자인 및 상표 분야 심사
관의 경력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수가 가장 많다 거의 1/3에 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계획 하에서 원활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OJT에 의한 교육이 특허분야에서보다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
었다.
(2)

특허청 심사관 신규 충원

현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 공무원이다. 하위 직급에서 5급으로 내부 승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등고시
출신 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밖에 계약직 심사관이 2010년 32명에서
2012년 1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고위공무원의 관련업계 재취업 제한 확대 추세
에 비추어 5급 이상 심사관들이 조기 퇴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심사관 구성 비율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개방형 직위 충원 방식으로 특허청에 충원된 자는 겨
우 5명에 불과한데, 이들은 모두 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첨단 기술을 다루고 국제적 업무
31)

32)

30) ＿, 「특허청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12, 9
면.
31)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심사관의 자격을 6급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있
다.
32) <http://www.etnews.com/201310140346>, 201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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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특허청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매우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사점

고시공부 등 학업 외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갖춘 자의 수가 많지 않고 조직이 폐쇄적으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및 일반 행정 외에 다른 분야에서 특허청 소속직원이 외부
전문가보다 특별히 강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던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 측면에서 매우 낮은 정도라 평가될 인원의 수가 많이 발
견될 소지가 있다.
기술 측면에서도 고시 출신자 또는 내부 승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 신기술개발경쟁을
치열하게 펼치는 외부 전문가보다 심사관의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일반 행정 분야에서도 경력이 짧은 심사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필
요성이 높다고 보인다.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 움직임에 따라 진정한 능력자들이 공직 진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실제 일어나게 된다면, 공직 퇴직 후 관련분야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특허청에 취업하는 “자칭” 외부 전문가들이 진정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심사관들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교육을 통해 이들
을 완전히 새로운 인재로 양성한다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모른다. 이 경우 프로그
램화된 필수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며, 최소한 단기적 또는 1차적으로는 전
문역량 강화보다 기초역량 및 핵심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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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대상의 현재 역량 진단 준비

1. 개념 정의

가. 본 연구에서의 “평가” 개념

(1) 평가 개념 확정의 필요성

일반인들이 흔히 “평가”라고 일컫는 것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넓은 개념을
포괄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광의의 평가를 교육학에서는 3가지 관점으로 세분하여 다루
게 되는데, 이러한 3대 관점을 측정(measurement), (협의의) 평가(evaluation), 총평
(assessment)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전혀 무관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과정
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적용되고 검사
수단으로써 동일한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각 관점에 따라 목적, 과정, 결과를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평가의 개념을 세우는 것은 본 연구
에서 최종적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평가표(안)의 구상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가 된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평가의 개념은 교육학적
용어로 “총평”에 해당한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평가개념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평가”를 넓은 의미에서 교육대상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 수단 내지 과정으로 이해하고 단순히 “점검” 또는 “검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제부터 그렇게 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2) 각 관점의 비교

각 관점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심사관의 역량을 파악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모든 관점에서의 검사가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서로 장단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 종류의 검사를 혼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파악 지표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거의 최초의 연구로서 먼저 기초적 연구를 수행해야만 하는 본 과업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
고 가장 쉽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검사법을 우선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하에서는 각 관점을 ①강조점, ②환경관, ③타당화 과정, ④검사결과의 활용, ⑤검사의 수단
및 방법, ⑥주안점, ⑦결과해석, ⑧교육절차와의 관계, ⑨교육적 변화, ⑩결과판정 기준, ⑪
교육대상의 반응에 대한 고려 등 모두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비교하여 본다. 결론적으로,
각 관점 사이의 차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표>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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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ㆍ규준집단에 비추어
본 개인의 양적 기술
간접적 측정
ㆍ정적 특성
ㆍ

강조점

객관도 및 신뢰도
중시
ㆍ순수측정 가능성 신
뢰
ㆍ표준도구
ㆍ

평가
ㆍ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양적 및 질적 기술
직접적 평가
ㆍ동적 특성
ㆍ

내용타당도 중시

ㆍ

순수측정 불가능성
신뢰
ㆍ구체적 상황에 따른
도구 개발
ㆍ환경 불변 가정
ㆍ환경 변화 가정
ㆍ환경변인 무시 또는
ㆍ환경요인을 이용
환경관 통제
ㆍ환경을 오차요인으로
ㆍ환경을 행동변화의
간주
자원으로 간주
ㆍ검사결과를 개인의
ㆍ검사상황과 교육목
다른 판단자료와 비 적과의 비교
교
타당화 ㆍ한 검사결과를 다른 ㆍ검사상태 하에서의
과정
검사결과와 비교
개인과 교육목적과의
비교
ㆍ예언타당도, 공인타
ㆍ내용타당도, 목표타
당도, 내적합치도
당도
ㆍ예견, 분류, 자격부
ㆍ예견, 실험, 교육프
여, 실험
로그램의 효과판정
ㆍ검사영향의 배제 및
ㆍ검사영향의 최대 이
검사결과 통제
용, 성적증진, 동기화
의 활용
의 수단으로 활용
ㆍ진단에는 관심 없음
ㆍ사회가치에 비추어
본 교육목표 달성도
의 진단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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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ㆍ효용적 기능 또는
전체 적합도에 비추
어본 질적 기술
ㆍ간접 및 직접 증거
ㆍ역동적 분석에서 추
리한 행동과 환경의
합치성
ㆍ구인타당도 중시
순수측정 불가능성
신뢰
ㆍ구체적 상황에 따른
도구 개발
ㆍ환경 변화 가정
ㆍ환경-개인의 역동성
이용
ㆍ환경을 행동 변화의
압력으로 간주
ㆍ자체타당화
ㆍ

다른 관점과의 비교

ㆍ

일치도, 구인타당도

ㆍ

예견, 자격부여, 분
류, 실험, 선발
ㆍ검사조건 하에서의
측정의 영향 강조
ㆍ

준거 또는 역할에
비추어 본 진단 및
예진

ㆍ

수단 및
방법

필답고사

적절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
ㆍ개인의 변화

적절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
ㆍ정적 행동
ㆍ개인과 환경의 역동
성
주안점 ㆍ단일 시점
ㆍ복수의 시점
ㆍ상황에 비춘 복수의
시점
ㆍ객관적
ㆍ객관적 및 주관적
ㆍ주관적
ㆍ반응의 정확성 및
ㆍ반응의 형태, 모든
ㆍ반응의 과정, 전체
속도
적절한 반응
반응
ㆍ점수의 합산 및 종
ㆍ형태 및 유형
ㆍ과정
합
결과해석 ㆍ단일점수
ㆍ하위점수의 유형, 프
ㆍ각종 검사의 점수
로필
ㆍ집단규준에 따른 해
ㆍ교육목표에 따른 해
ㆍ준거의 분석에서 추
석
석
리한 가설, 구인, 모
형에 따른 해석
ㆍ

ㆍ

교과목 관련 형식에
따름

준거에 관련된 성취
에 적합하다고 생각
교육절차
되는 모든 형태의 교
육적 경험 포함
ㆍ조사
ㆍ평가
ㆍ판정
ㆍ교육기관
ㆍ프로그램, 교수변인
ㆍ교육환경, 교육체제
변화 ㆍ외부 압력
ㆍ검사성적과 교육목
ㆍ진단, 예진, 성적 사
적의 관계하에서 개 이의 관계하에서 개선
선
교육자가 무엇을 하 ㆍ교육자가 무엇을 하 ㆍ피교육자가 상황에
판정 ㆍ는가
?
려고 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흥미ㆍ태 ㆍ무관심
ㆍ교육목표
ㆍ프로그램에 통합
도ㆍ적응
ㆍ

바람직한 변화를 일
으킨 모든 형태의 교
육적 경험을 포함

ㆍ

ㆍ

측정ㆍ평가ㆍ총평의 비교

33)

33) 황정규,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1998,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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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후로 본 연구에서 “진단”, “평가” 또는 “진단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일
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으로써가 아닌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
제 앞의 <표>에 정리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체로 “측정”과
“총평”이 서로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로 이 둘의 차이를 살
핀다. 그 이후에 각 관점의 차이 비교를 통하여 드러난 특성을 본 연구에서 다루는 특허청
심사관이라는 교육대상 및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라는 목표와 연계하여 어떠한
식으로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보
도록 한다.
강조점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수단의 첫 번째 차이는 각 관점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
가에 있다. “측정”은 양적 기술을 강조한다. 그게 반해 “총평”은 질적 기술을 강조하
며, “평가”는 질적 및 양적 기술을 모두 고려한다. 이를 보다 쉽게 출어 설명하면, “측
정”에서는 교육대상 개개인을 “몇 점”짜리라는 식으로 점수매기는 데에 집중한다. 반면
“총평”에서는 교육대상이 갖추어야 할 기능 내지 교육대상이 수행하여야 할 과제에의 적
합도 측면에서 “그만하면 되었다” 또는 “아직 부족하다”는 식의 질적 검토가 우선한다.
교육대상의 검사결과를 양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검사방식은 필답
고사와 같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치르는 “고시”를 하나의 예로 생각하면 된다. 이 방식은
교육대상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복잡하고 실제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화ㆍ획일화된 단순 질의응답을 통해 그의 능력치를 간
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결과 수치화는 교육대상 개개인을 일렬로 줄 세우기 위해
보통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모두를 똑같은 기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단일하
고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된다.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
국의 대학 진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수학능력평가”와 같은 시험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방식의 검토결과가 신뢰
할 만하다는 검사자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측정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사
대상자의 믿음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표준화의 요구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검사는
정적 상태에서 모든 대상자를 동일한 환경에 놓고, 혹은 동일한 환경에 있는 것이라 전제하
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대상자의 검사 과정이 바로 교육학적 관
점에서의 “측정”이다.
“총평”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총평”은 대상자의 실
제적 능력 내지 과업에의 적합도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자가 변화하는 환경
에 어떻게 대처하며 과제 수행에 임하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을 일정하게
하거나 일정한 것으로 전제하여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임의의 환경, 변화하는 환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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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검사대상자를 놓고 그의 대응방식을 살피는 것이 검사 목적에 부합한다. 당연히 모든 대
상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표준적 도구를 활용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에 따른 검사도
구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질적 평가는 표준화된 도구에
대한 양적 기술이 검사 대상자의 실제 능력이나 진정한 업무 수행 역량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더욱 강조된다. 객관성이나 외부인이 갖는 신뢰성보다는 검사 수
행자에게 “이렇게 하면 진정한 역량의 판단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주관적 타당성을
심어줄 수 있는 수단이면 “총평” 관점에서의 검사수단으로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 관점에서는 직접 증거에 의하든지 간접
증거에 의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 검사 대상자의 역량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증거라
고 판단되면 그 성격을 묻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총평” 관점에서의 질적 평가이
다.
환경관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수단의 두 번째 차이는 각 관점이 전제하는 평가환경에
있다. “측정” 관점에서 외부환경의 변화는 단지 오차요인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보자. 평
소에 모의고사에서 언제나 전국 순위에 드는 점수를 기록하던 한 고등학생이 실전 수학능
력평가를 보러가던 길에 갑자기 배탈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배탈 발생”이라는 환경적 변
화 때문에 그 학생의 수치화된 수학능력평가 점수는 크게 낮게 나오게 될 것이다. 배탈이
난 학생이 치른 시험의 결과를 보정하여 점수를 높여주는 것은 “측정”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다. “측정”에서는 “배탈 발생”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거나 배탈 때문에 결과
에 영향이 미치는 일은 없다고 전제하여 놓고 검사결과를 바라본다. 그 학생은 원하는 대학
에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총평” 관점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검사 대상의 진정한 능력 또는 과
제 수행 적합도 검토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총평” 관점에서는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며, 환경 변화를 개인행동 변화 유도의
압력이라 보아 이에 유연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를 진정한 능력자로 본다. 위의 예
에서, 만약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자율권을 가지고 “총평” 관점의 학생선발 방식을 활용한
다면, 검사수행자는 배탈이 난 학생이 배탈로 인한 악조건에서도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지를 살펴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수학능력평가 점수 그 자체가 아니라, 학문을 연구할 의지와 자세가 갖추어진 진정으
로 준비된 예비 대학생인가에 관한 질적 검토이기 때문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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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 과정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수단의 세 번째 차이는 검사수단이 타당한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있다. “측정”에서는 검사결과를 검사 대상 개인의 다른 판단자료와 비교하
거나, 동일한 검사수단에 의한 검사를 수차례 반복하여 이들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측정”이 환경을 무시하고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이 무시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때에 이루어진
검사에서도 환경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과의 비교는 검사수치의 비교를 통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측정”은 실제
역량의 직접 검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과의 수치화가 쉬운 간접적 역량평가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타당화는 필연적으로 예언적 성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검토
대상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아직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측정도구에 의해 얻은
결과 수치에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수행할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의 검사가 가능한 도구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서로 다른 측정도구에 의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그 중에서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은 도구와의 유사성이나 연관성에 기초하여
다른 도구 역시 타당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측정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반면 “총평”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수단의 타당화가 주로 “자체타당화” 과정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이는 “총평”이 환경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환경 변화를 검
사에 적극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환경을 서로 다
른 때에 똑같이 재현하기 극히 곤란하다는 의미와 같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때에 이루어진
검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환경하에서 검사대상자가 대처하는 방
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를 “측정”에서와 같이 손쉽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러므로 “총평”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수단이 검사하고자 하는 역량을 이루는 구
성단위들을 빠짐없이 포괄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면 “총평”을 위한 검
사수단은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이라 평가된다. 구지 다른 방법에 의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
하다면 “총평”에 의한 재검토보다는 다른 관점에 의한 검사결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
리적이다.
3)

검사결과의 활용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수단의 네 번째 차이는 검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라고 하는 검사 목적에 있다. “측정” 관점에서 검사대상자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것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구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측정”에서는 환경
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거나 무시한다고 하지만,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세워진 줄에서
첫 번째 위치한 사람이 두세 번째 위치한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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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측정”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검사의 결과는 주로
“범주화”에 의한 검사대상자 분류를 위해 활용된다. 예를 들어, 합격자와 불합격자, 실험
군과 대조군, 관심군과 배제군 등으로 비교적 큰 단위의 집단 분류에 활용하는 것이 “측
정” 관점이 갖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활용법이 된다. 한편, “측정”
은 그 간접성 및 미래예측적 성격으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
단”하는 데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총평”에서는 그 검사수단이 적합하기만 하다면 특정 업무의 수행에 누가 누구
보다 더 뛰어난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 관점이기 때문에
검사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순위를 매기는 데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지만, “총평”은 환경을
고려한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을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가장 적합한 1인”을
“선발”하는 데에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검사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소화할 수 있
는지를 현재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정”에 의한 결과 수치를 검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때의 반응을 살펴 스스로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현재의 열망이 가장 높은 자를
직원으로 선발하겠다는 기업이 있을 경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관
점은 “총평”이 된다.
검사 수단 및 방법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관점의 다섯 번째 차이는 관점에 따른 검사 수행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이다. 앞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측정”에서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필답고사이다.
반면에 “총평”에서는 검사환경을 통제하거나 표준화된 수단을 이용해야 할 아무런 이
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 수단 또는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활용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검
사대상자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판단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이어야 한다.
5)

주안점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관점의 여섯 번째 차이는 그래서 도대체 각 관점이 누구
에 의해 무엇을 평가하는가 하는 점이다. 환경이 무시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측정”에서는 그저 검사대상자가 “지금 쓰고 있는 답”에 주안점을 둔다. 이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는 정적 행동에 대한 평가이다. 또한 표준화된 수단에 의
존하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를 바라보는 시점은 획일화된 단일 시점일 수밖에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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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총평”에서는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라 보고 환경 변화를 검사에 적극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총평” 관점에서의 주안점은 “검사 대상 개인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내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검사 대상 개인의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는 환
경 변화에 따른 개인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역동적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된다. 표준화 또는
객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
해서는 복수의 시점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서 직원
을 “선발”할 때에 통상적으로 복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①서류전형, ②실무자 면접, ③임
원 면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과해석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관점의 일곱 번째 차이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
관련된다. “측정”은 환경을 무시하고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해
석이 가능하다. 보통 필답고사를 통해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한 수치로 쉽
게 표시될 수 있어 빠른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어떠한 수단을 몇 가지 혼용하더라도,
결국 그 관점이 “측정”에 입각한 경우에는 모두 수치화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를 합산
하거나 종합하는 것이 매우 쉽다. 여러 과목에 대하여 수차례 시험을 치른 후 그 총점으로
등수를 매겨 내신을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결과 해석 및 평가의
기준도 표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험점수가 몇 점 이상 또는 순위가 상위
몇 퍼센트 이내이면 “가” 또는 “A"학점을 받는다는 식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놓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총평”은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검사 대상자에 대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질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므로, 그 결과는 수치화되기 어렵고 다소 주관적
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검사 대상자의 행동 변화
가 주된 관찰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 그 자체보다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해
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게 된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
과 해석에 도구 자체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도구를 설계할 때에 전제된 가
설과 모형이 도출된 결과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항상 역방향에
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교육절차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관점의 여덟 번째 차이는 각 관점에 따른 평가기법이 어
떠한 교육절차와 서로 잘 어울리게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측정”은 필답고사를
주된 검사수단으로 하므로, 필답고사 형식의 검사수단과 잘 조화될 수 있는 표준화된 내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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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과목 형식에 따른 교육절차와 가장 잘 어울리는 관점이다.
반면에 “총평”은 검사수단으로서 모든 형태의 증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의 구성요소에 관계된 일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절차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변화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관점의 아홉 번째 차이는 각 관점에 따르는 경우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때에 어떠한 점에 집중하여야 하는가이다. “측정”의 관점에서는 비교적 쉽
고 단순한 조사의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검사수단을 활용
하기 때문에, 도구 및 수단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교육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교
육과정상의 문제는 주로 교육기관 또는 교육자 쪽에서 발생한다. “측정” 관점에서는 이들
의 조사가 비교적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무관계자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며, 환경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표준화된 과정의 틀을 정확히 지키
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내적 태도변화 없이도 외부의 강제와 압력에 의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어떠한 조직 내지 그 구성원이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
고 미리 확립된 루틴에 따라 행동하였는지 여부는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에 의해 조사
가능하고, 감사에서의 적발 가능성이라는 “외부적 압력”이 그 조직 또는 조직 구성원의
일탈행동을 막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측정”과 관련된다.
반면에 “총평” 관점에서는 교육 자체가 표준화된 교과목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의 검사도 다소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단순 조사활동으로는 문제를 발견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경우에는 역시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일련
의 “판정” 정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환경을 무시하거나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는
“측정”과 달리 환경과 교육대상의 상호작용 내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대상의
행동 변화에 관심을 두는 “총평”에서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결과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
제를 단순히 교육자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대상의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어떠한
문제이건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 또는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에의 변화는 대체로 교육환경이나 교육체제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
하게 된다. 예컨대, 어떠한 직원의 근무평정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근로의 장인 동시
에 배움의 공간이기도 한 사무실 내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지시와 보고 체계
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직원이 문제행동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
작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
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지시 및 보고체계를 개혁하여야만 한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들
의 업무태도가 변화하여 업무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점차 더 우수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총평”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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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관점의 열 번째 차이는 각 관점에 따르는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판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측정”의 관점에서는
환경이 무시되고 표준화된 교과목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 결과를 수치화하여 검사하면 족
하기 때문에 “교육자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점만이 중요한 항목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
이 교육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된 상태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정해진 방식대로
가르쳤다면, 만약 어떠한 학생이 학력 “측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
학생의 개인적 능력의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에 “총평”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사전에 표준화되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점은 애초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
경에 대응하는 교육대상자의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교육자
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수료 후 “교육대상자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직접 그가 처한 환경에서 살
피는 수밖에 없다.
10)

흥미ㆍ태도ㆍ적응
교육대상의 능력을 점검하는 각 관점의 열한 번째 차이는 각 관점에 따르는 경우 교육과
정에서 교육대상자의 흥미와 태도 및 교육과정에의 적응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이
다. “측정” 관점에서는 교육대상자의 흥미와 태도, 그가 교육환경과 시스템이 잘 적응하
고 있는지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측정” 관점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무시된다. 교
육과정은 표준화된 교과목 중심으로 모든 교육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대상자
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태도 변화를 일으키며 환경과 시스템
에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 일은 “측정” 관점에서는 관심 밖의 것이다. 교육기관과 교육자
가 해야 할 정해진 일을 다 하였는데도 학생이 배움에 흥미가 없고 태도가 불량하며 교실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인 “측정”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학생을 문제아
로 취급하고 말 뿐이다.
반면 “총평” 관점에서는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대상자의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목표에 흥미를 가지며 더 적극적
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짜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총평”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하고 언
제나 인형과만 놀고 있는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또래 아이들과 인형을 가지고 역할놀이
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아이를 교실 환경에 적응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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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관점에서는 교육대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그 아
이의 문제로 보지 않고 환경과 시스템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대상자
의 흥미ㆍ태도ㆍ적응의 문제는 교육환경이나 교육체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고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총평” 관점에서의 접근법이다.
“

(3) 총평 관점에서의 접근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구 개시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특허청 업무환경의 국제화가 심사관에게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한
다고 보았다. 변화 압력에 상호작용하는 심사관상을 고려한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관점을
“총평”일 수밖에 없다.
1)

역량”의 정의로부터의 논리적 귀결
또한 우리는 “역량”을 “실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간단히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역량의 정의에 따르면 환경요인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거나 통제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것은 이미 그 순간부터 “실제”의 문제 해결
상황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점 역시 “총평”일 수밖에 없
다.
2) “

현상의 정확한 “진단” 필요성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의 하나는 심사관 역량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
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일정한 경우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 중에서
특별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자를 “선발”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
된 관점이 “총평”이라는 점을 앞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3)

심사관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
우리는 전문가인 특허청 심사관이 검사결과를 통해 스스로 더 나은 인물이 되기 위한 변
화를 추구할 것이라 기대한다. 심사관을 전문가로 보는 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
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이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신뢰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전
제는 “총평”이 갖는 특성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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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의 검사에 대한 요구
우리는 또한 서론에서부터 계속 반복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오고
있다. 결과 중심의 객관적ㆍ양적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주관적ㆍ질적 평가를 전제한다
면, 이에 부합하는 관점은 “총평”이 된다.
5)

나. “총평”으로서의 개념정의에 따른 영향

총평 관점에 입각하여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본 연구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1) 검사 자체 관련

첫째, 진단에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의 결론
에서 “설문조사” 형식의 진단표를 진단 도구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별도의 추가적 타당화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이는 도구 개발의 비용을 낮추고 개
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당장 차기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
표의 제안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총평”은 과정 중심의 진단에 부합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업무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자에 의해 진단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총평”에 따른 진단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려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통제 수단
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수단으로서 다른 관점에 입각한 검사 또는 내부적 역량 검토
는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섯째, “총평”에서는 복수의 시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요구되므로, 가능하면 진단
자료 작성자와 진단자료 검토자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자료의 작성을 출원인과 변리사가
행하고 자료의 수집을 변리사회가 행하는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진단 대상 심사관
본인이 가공된 자료의 검토자가 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후속 연구로서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의 평가”를 통해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 설계 관련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차기년도 교육계획에 반영될 “교과목”만을 제안하고 교육과정
설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설계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하는 바, 이제 대한 약간의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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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총평” 관점에 입각하는 한 진단 및 교육의 영향이 더욱 긍정적으로 발휘되기 위
해서는 교육환경 및 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측정”에서와 달리 “총평”
관점에서는 교육대상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대응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렇다면 교육과정 설계시에 탈교과적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총평” 관점에서는 교과목 형식에 따른 표준화된 교육이 요구되지 않는다. 거기에다
가 심사관을 스스로 자기계발을 이룰 수 있는 전문가라고 전제하는 한 뒤에 살펴볼 미국
사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온라인상의 토론 게시판 제공 등이 방법으로도 일정한 정도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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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상 진단의 방향

가. 사적 기업의 경우로부터의 시사점

특허청 심사관의 현상 진단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가 특허청 또는 심사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특허행정이라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특허청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탈권위주의가 매우 중요한 조직 개혁 목표이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에 현장의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2014년 9월 둘째 주부터 10
월 둘째 주까지 약 1달 간 인천의 한 글로벌 회사에서 전문가 내부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 목표로 한 것은 ①특허행정서비스
국제적 수준에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재적 이용자로부터 듣고, ②사기
업에서 내부 전문가의 역량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내부자 교육과정에서의 현상 진단
기법으로부터 본 연구에 차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는 것이었다.
34)

(1) 사기업의 전문가 역량 진단 기법의 차용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체의 전문가 내부 진단 기법은 특허청 심사관 국제화 역량 진단
에 적용하기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진단의 효율측면에서 업무성과에 대한 결과 측정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우리가 심사관 역량의 현재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가 보이는 “태도”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이상 차용하여 활용하
기 곤란한 것이 된다. 측정보다 총평의 관점에서 심사관 국제화 역량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도 사기업의 진단기법을 곧바로 차용하여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둘째, 고용의 유연성이 공직보다 월등히 높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역량 측정 수치가 낮은 전문가를 퇴직시키기 위한 진단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가족 친지 경영체제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문 최고경영
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부 전문가들은 계약직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기업에서는
역량 측정 수치가 낮게 나온 전문가들과 재계약하지 않고 퇴직시키는 선택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최근 외부에서 충원된 일부 단기 계약직 공
무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신분 보장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이고 이들과의 고용관계
34) 해당 기업측의 요청으로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의 전문가 관리 및 교육
에 관련된 사항은 기업 경쟁력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밖
에 구체적인 해당 기업의 교육내용이나 절차 등 역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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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료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만약 특허청에서 심사관 역량 진단에 이처럼 낮은 수
치를 기록한 자를 퇴직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①과정중심 평가 원칙에 반하
고, ②심사 직무상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될 수 있다.
(2) 진단방향에 관한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사기업의 경우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시사점은 그들이 특허청 또는 심사관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기업 경영의 핵심은 “리스크의 관리”에 있다. 리스크
는 기업이 활동하는 환경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통상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관리 불가능한 리스크의 존재는 기업 경영의 불
확실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특허출원에 관계된 경
우에 한정하여 보면, 이러한 리스크는 특허청에 소속된 여러 심사관들 사이의 역량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지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심판관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모두 인정하
고 있지만, 심사관에 대해서는 심판에 관한 규정 중 오직 제척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
용하고 있다. 즉, 반대해석상 현행 특허법 하에서는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배당된 특정
심사관을 기피할 수 없다. 만약 특허청 심사관들 사이의 심사역량 차이가 매우 커서 어떤
심사관이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가에 따라 그 출원 또는 특허의 운명 및 특허출원 기업의
장래 예상 비용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는 기업 입장에서 통제 불가능한 매우 큰 수
준의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누구에게 일을 맡겨도 일정한 품질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때에, 즉 구성원 사이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을 때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줄어
든다. 그렇다면 평가점수 중간값 하위 심사관들을 중간 수준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교육과정
설계시에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 기법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만 한다. 높은 수준의 역량, 전문적이고 특수한 역량보다는 최소한 1차적으
로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러한 역량의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
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35)

36)

나. 법관 역량 진단 기법의 활용

(1) 필요성

이미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비용 대비 활용도가 큰 진단기법을 만들어낼 필요
35) 특허법 제148조부터 153조의2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36) 특허법 제68조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심판관 제척에 관한 148조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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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동시에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진단 기법을 생각해야만 한다. 거기
에다가 총평 관점에 입각한 진단을 수행하려면 구체적 상황에 맞춘 개별적 도구를 개발해
야 하는바, 그렇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전혀 새로운 진단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산과 기간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기간ㆍ비용ㆍ효율의 문제에 비추어 바람직
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
한 기법과 도구의 개발은 ①총평 관점에 입각하여 개발되었고, ②특허청이 처해 있는 환경
과 유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③심사관과 유사한 직무를 행하여 유사한
결과를 낼 것이 기대되는 자를 진단하기 위한 기법과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조할 수 있는 진단 기법 및 도구인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비교하여 확인해
야 한다. ①특허청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에 해당하는 곳의 종사자를 진단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면 좋다. ②특히 심사관이 주로 행하는 직무인 어떠한 기술의 특허
가능성 여부 판단과 같은 직무를 행하는 자를 진단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 ③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이면 우리나라 공
직사회를 둘러싼 특유의 환경적 요인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더욱 좋을 것이며, 총평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화 관련 역량을 진단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④복잡하게 급변하는 환경
에 대응하고 ⑤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며
⑥과정 중심으로 ⑦서비스 제공자의 태도를 ⑧직접적 진단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진단 도구는 “법관평가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관평가표를 적절히 가
공ㆍ변형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진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한 일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 법관평가표를 특허청 심사관
국제화 역량 진단에 정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에 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
본다.
(2) 가능성

법원 업무와 특허청 업무의 유사성
법관이 속한 법원은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법원은 법적 분쟁의
공적 해결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주로 소송에 의한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법적
분쟁의 해결이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때에,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ㆍ입증하
는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그 법적 효과를 선언하는 과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특허여부 판단이라는 특허청의 업무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기준으로 특허법이 규정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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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살핀 후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이라는 법적 효과를 선언
하는 과정이라는 점과 매우 유사하다.
37)

38)

39)

법관과 심사관의 유사성
법원의 법관과 특허청 심사관은 개인적 신분과 지위 차원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특허청
심사관은 국가공무원이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심
사관은 특허청에 속하며, 5급 이상이면 임용될 수 있고, 사실상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 심사관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심사관은 국
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은 법관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성 보장 이유를 참작하여
일반 공무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관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헌법에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선언하게 되는 과
정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출원된 발명에 특허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특허결정을 할 것인지 거절결정을 할 것인지 역시 부당한 외압에 의하여 결정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법관 중에는 특허법원에 소속된 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결국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심결이 위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과정 등을 통해 사실상
특허여부의 판단을 행한다. 이 경우에는 법관이 행하는 업무와 심사관이 행하는 업무가 유
사한 것을 넘어 거의 동일한 것이 된다. 특허법원의 법관도 법관이므로 법관 평가의 대상이
되는바, 그 진단도구에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절히 수정
ㆍ변경하여 심사관 역량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40)

41)

42)

43)

44)

3)

관점의 유사성

37) 특허법 제29조가 대표적이다.
38) 특허법 제66조.
39) 특허법 제62조.
40)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
41)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42) 특허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현재 심사관의 자격을 6급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음을 밝힌다.
43) 헌법 제103조.
44) 심결취소소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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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표의 관점은 총평에 주로 입각한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심사관 역량 진단의 관
점이 총평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에 배치되지 않는다. 뒤에 실제 법관평가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법관평가표에 의한 법관 역량 진단은 ①법관의 실
제 업무처리 과정에 ②직접 관여한 자가 ③법관이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관하여 행하는
것으로, ④그 결과가 법관 본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⑦특정 사건의 환경을 고려하여 ⑧무엇
이 잘 한 점이고 무엇이 잘못한 점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문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
는 것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총평 관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국제화와의 관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결국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심사관의 양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
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에 충실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 현재의 법원과 법관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법관의 선발 및 양성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법원의
주변 환경이 변화하였을 뿐 아니라, 법관은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될
것이므로 법원 내부 환경도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
라 법률가에 대한 일반인의 막연한 두려움 내지 어려움은 희석되어 갈 것이고, 법률만능주
의와 법관의 절대적 위상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법관 또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비
판과 요구를 쏟아질 것이다. 이는 심사관 역량의 국제화가 요구되는 이유로 들었던 환경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4)

45)

(3) 수정ㆍ변경의 요구

그러나 법원과 특허청, 그리고 법관과 심사관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하는바, 법관평가표
를 그대로 심사관 국제화 역량 진단에 활용할 수는 없다. 법원과 특허청, 그리고 법관과 심
사관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법원 업무와 특허청 업무의 차이점
법원은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그 업무는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1)

45) 과거에는 사법고시가 법관 후보자의 선발시험으로 기능하였고,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
하는 과정에서 법관을 양성하여 곧바로 임용시키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사법고시가 폐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가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변호사
경력자만이 법관이 될 수 있으며, 사법연수원의 존폐여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법관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
은 상실하게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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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사적 분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양 당사자”를 전제로 한다.
양 당사자는 증거에 가장 가까이 있고 증거 수집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 이들은 분
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사건에서 사건과 관계
된 모든 주장과 입증의 책임을 양 당사자에게 돌리고,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심사 업무만을 살펴보는 한, 특허청의 업무는 출원인이라는 단일한 상대방을 전제로
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양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허청 업무는 “양 당사
자”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심사와 관계된 특허청 업무는 출원인을 배
려하며, “출원인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한편 법원 업무는 외국 판례나 법령 또는 제도의 연구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재판 업무
의 경우 외국어 또는 외국 문화의 이해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재판에서 사용되는 언
어는 한국어이고, 당사자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하게 외국어가 활
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역관이 외국어 또는 외국 문화 관련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여
준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국제출원이 이루어지는 언어가 다양하고,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이 국제주의를 취함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다른 나라의 기술 수준 및 동향을 외
국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 심사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경우 상대 국가의 언
어 및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점이 특허청과 법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되
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법관과 심사관의 차이점
법관과 심사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점은 첫째로 단기계약에 의해 충원되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따른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단기의 계약직공무원으로 법관에 임용될 수 있
는 제도는 없다. 그러므로 법관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법관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계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모든 법관을 사건 담당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심사관의 경우에는 단기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심사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최근 2014년 11월 11일 근무기간을 임용일로부터 2016년 5월, 8월 또는 12월 말까지로
정한 전문임기제 심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공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역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심사관을 재교육하는 대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즉, 진단 및 교육과정 운용에 있어서 기업형 모델을 일부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점은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기보다, 후속 연구에서 진단 및 교육과정의 문제를 기업
형 모델 수용 범위 및 계약직 심사관의 적정 비율 등과 연관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2)

46)

46) 특허청 공고 2014 - 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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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법관과 심사관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하나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처리하는지의 여부이다. 법관은 상당히 많은 경우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
고 여러 명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심사관은 대부분의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제화 역량 진단도구가 진단 대상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직접 관계되는 자의 견해를 반
영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관의 경우에는 법관의 경우보다 진단도구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법관에 대한 진단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
법관의 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합의체 구성 동료 법관에 의해서도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경우에는 동료 심사관에 의한 진단표 작성이 곤란하다.
또한 법관의 경우 합의체 구성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쟁점이 얽혀있는
사건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 완성되었고 그 활용도 여러 기술 분야에 걸쳐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융합기술 발명이라 하더라도 심사관은 이를 혼자 심사하여 특허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특허법원에 소속된 법관조차 기술 전문가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심리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심사관
은 기술 전문가여야 한다. 이는 법관과 심사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구성요소를 근본적 다
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당연히 진단 및 교육과정 설계시에 이러한 차이가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면담제도의 유무와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양 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따로 법관을 만
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법관은 양 당사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반면에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기술의 배경이나 출원발명
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출원인이나 대리인을 만날 수 있다.
47)

48)

(4) 삭제ㆍ축소 또는 추가가 필요한 사항

삭제ㆍ축소해야 할 사항
법원 업무와 특허청 심사 업무의 차이점, 법관과 심사관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법관평가표
에서 삭제 또는 축소가 필요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공정성” 항목이 된다. 법관평가표에서
1)

47) 법원조직법 제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40조 참조.
48) 특허법은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57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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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성” 항목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공정성을 주로 의미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
이에서의 중립의무가 요구되지 않는 심사관의 진단에는 필요 없는 문항이 있게 될 것이다.
추가해야 할 사항
법관의 직무는 “중립적 정의” 관철을 지향해야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의 직무는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친화적 봉사”를 지향해야 한다. “직무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 “시장”에 대한 이해를 묻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기술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직무성실성” 항목에서 적절히 진단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특허심사업무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 관련 업무가 요청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심사관의 태도와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요소도 필요하다. “외국어로의 의사소통
능력” 및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데, 이는 법관평가표와 달리 심사관평가표를 국문본 외에 몇 가지 서로 다른 언어 버전으로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49)

50)

(5) 기타 참고할 사항

항목-문항의 체계적 배열 필요 여부
심사관에 대한 진단표 작성은 동시에 진단표 작성자로 하여금 심사관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인지의 교육을 겸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작성
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성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문항 배열이 필
요하다.
1)

진단척도의 단위
진단 척도를 3점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5점에 의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
로 말하면 5점 척도에 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옳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
에 대하여 극단적 점수를 매기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3점 척
도로 진단하면 다수의 작성자가 중간점수인 2점을 줄 우려가 있다.
2)

49) 특허법 자체의 목적이기도 하다. 특허법 제1조 참조.
50) 아랍에미리트에 출원된 특허심사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되어 있고,
일부 출원 건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심사하여 주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합
의에
이르렀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73398>,
2014.
12.
10.
최종접속.;
<http://news1.kr/articles/?1880112>, 2014. 12. 10.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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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역량 진단에 의한 보완 필요성
법관평가는 법원 내부평가와 변호사에 의한 외부평가로 나뉜다. 그러나 직무상 고립되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심사관의 경우 업무처리 과정의 평가를 내부에서 행하기는 현실적으
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 모든 진단 자료는 진단의 대상이 되는 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으로
부터 생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려면 심사관 진단표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관과 직
접 접촉한 변리사 및 출원인 등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연수원의 역
할은 이들로부터 생산된 자료를 전달받아 내부 교육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고, 가공된 결과를 심사관에게 알려주고 심사관이 본인의 지식, 기술, 태도를
스스로 교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인에 의한 진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함에
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 평가에 의해 보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후속 정책연구과제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미국의 평가 관련 자료를 후속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부록에 첨
부한다.
3)

51)

적정 문항 수
외부평가에 주로 의존할 경우 외부인에게 평가표 작성을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적
작성에 지나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도록 평가문항의 수와 문항 길이 등을 적절히 조
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관평가표에서는 일관적으로 10개 정도의 문항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설문지 한 장에 모든 진단 문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부담
과 저항을 줄이고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51) 이상수,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민주법학 제41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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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법관평가표 분석 52)

가. 2011년 법관평가표

평가대상

항 목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법원명

재판부

판사명

예 시
평가
A
①일방을 편들거나 소송관계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지, ②불필요한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지거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BC
재판하는지, ③조정이나 화해를 사실상 강요하는 말을 하거나 불응하면 불이 D
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는지, ④공정성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는지
E
A
①말씨와 태도에 법관으로서의 품위가 있는지, ②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친절하
거나 정중하게 대하는지, ③반말 및 반말 투의 말, 고압적이거나 인격 모독적 BC
인 말을 사용하는지, ④소송관계인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표 D
현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말을 잘 알아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지
E
A
①필요한 기록 내용 또는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②신중하
고 충실한 심리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③소송관계인의 의견 및 신문을 경청하 BC
는지, ④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노력 D
하는지, ⑤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E
A
①재판의 적정한 진행 및 설득력 있는 판결의 선고에 필요한 법률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②당해 사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 또는 실무 지식 및 관행 BC
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③판결문이 논리적 D
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지
E
①기일 지정을 비합리적으로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A
부당하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②같은 기일에 무리하게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B
배정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이 부당하게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도록 하는 불편을 C
초래하는지, ③개정 시간이나 고지된 재판 시각을 잘 지키고 있는지, ④소송관 D
E
계인에게 공격․방어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을 부여하는지

구체적 사례
기타 의견
※ 평가 구분 ⇒ A : 매우 좋다

B :

좋다

C :

보통

D :

나쁘다

E :

매우 나쁘다

------------------------------------------------------------------------------------------------------------------

수임사건

법원명

평가일
년

월

평가자
일

52) 서울과 대전 등 각 지역 변호사회를 통해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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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역량 진단에 적용하기에 2011년 법관평가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5가지 “항목”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로 인
하여 본래 “문항”으로 제시되어 진단되어야 할 요소들이 “예시”로 제시되는 데에 그침
으로써 법원 또는 법관 개인이 구체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는 문제가 있다.
둘째, “공정성”항목의 “일방을 편들거나...” 부분은 대립당사자구조에서 절차가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닌 심사과정에서의 심사관 태도 진단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다.
셋째, “평가구분”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못하여 자료 작성자로부터 충분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평가구분” 란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례는 뒤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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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 법관평가표

2012.

법관평가표

평가일
년 월 일
평가 변호사 등록번호

법 원
평가대상 재판부
판사명
항 목

문

항

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학연 지연 등 친소관계나 사
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에서 재판의
결과를 암시하거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
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③ 민사재판에 있어 조정 화해 및 형사재판에서 자백 합의 등
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④ 부당하게 소송관계인의 증거신청을 배척하거나 증인신문
시 불필요하게 시간 또는 문항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제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반말 혹은 반말 투의 말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
용하지 않는다
⑥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소송에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한다
⑦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하고 적절한 시차제
소환 등으로 소송관계인이 부당하게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
편을 주지 않는다
⑧ 사건쟁점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진행
되지 않거나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한다
⑨ 실체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송관계인의 의견
및 진술을 경청하는 등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
⑩ 재판에 필요한 법률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판결문에 논
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평 가

,

,

.

,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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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역량 진단에 적용하기에 2012년 법관평가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수임사건”을 표시하는 곳이 없다. 이는 구체적 사건의 실제 경과와 관계없이 자
료 작성자가 판사 개인에 대한 평소의 감정이나 편견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여
지를 더 넓게 만든다.
둘째, 2011년 평가표와 마찬가지로, “공정성”항목의 “일방을 편들거나...” 부분은 대
립당사자구조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심사과정에서의 심사관 태도 진단에는 필
요 없는 부분이다.
셋째, “공정성” 항목의 “결과를 암시하거나...” 부분 역시 대립당사자구조를 취하지
않는 심사과정에서의 심사관 태도 진단에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포지티브 심사가 강
조되고 출원인과 함께 권리를 만들어내는 출원인 조력형 특허행정이 정책방향인 한에는 그
러한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있다.
넷째, “평가구분”의 기준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모호해졌다. 심지어 A~E의 의미마
저 불명확하게 됨으로써 정확한 진단 및 자료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개선되거나 잘 된 점도 있다.
첫째, 전년도에 “예시”에 불과하던 요소들이 “항목”의 하위에 “문항”으로 등장함으
로써 평가요소가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졌다.
둘째, “평가구분”에 최하등급 기재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객관적
근거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 변화이다.
셋째, “구체적 사례” 및 “기타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가 가능하도록 적시함으
로써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한 것 역시 바람직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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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법관평가표

법 원
수임사건 사건번호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인)
평가자 생년월일

2013년 법관평가표

법 원
평가대상 재판부
판사명
항 목

문
항
평 가
①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 따 우수 보통 미흡
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예단 또는 선입견을 가지거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재판하 우수 보통 미흡
지 않는다
공정
③조정 화해 자백 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말을 하거나 우수 보통 미흡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④증거신청이나 증인신문 등 소송관계인의 신청을 부당하게 우수 보통 미흡
제한하지 않는다
⑤반말이나 반말 투의 말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 우수 보통 미흡
품위 친절 용하지 않는다
우수 보통 미흡
⑥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우수 보통 미흡
⑦필요한 기록내용 또는 쟁점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다
⑧소송관계인의 의견 및 진술을 경청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
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우수 보통 미흡
행사한다
직무능력
⑨재판에 필요한 법률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추거나 판결문 우수 보통 미흡
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⑩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하고 소송관계인이 우수 보통 미흡
부당하게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주지 않는다
구체적 사례
기타 의견
○ 우수 평가문항 내용에 적극 부합하여 다른 법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보통
평가문항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무난한 경우 미흡 평가문항 내용에 배치되어
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경우
평가 구분 ○ 미흡 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 작성 시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 반드시 모든 항목에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기하지 않은 문항에 있
더라도 결과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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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역량 진단에 적용하기에 2013년 법관평가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수-보통-미흡”의 3점 척도 진단방식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앞서 이미 지적하였듯 3점 척도에 의한 진단방식은 타인에 대한 극단적 기술을 기
피하는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통”이라는 어중간한 표현에 자료 작성자의
선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낳는다.
둘째, “직무능력”이라는 항목의 표제는 자료 작성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과 바탕 평가,
또는 정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직무
성실성”이라는 기존의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
셋째, “반드시 모든 항목에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기하지 않은 문항에 있
더라도 결과 반영이 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불필요한 변화로 보인다. 이는 오히
려 자료 작성자가 곤란한 답변을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만들어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거나 잘 유지된 점도 있다.
첫째, “평가구분”에서 어떠한 경우 어디에 표시하여야 하는지의 기준을 전년도보다 훨
씬 구체화하여 제시한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이는 더욱 정교한 자료 작성 및 더
욱 정확한 자료 해석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둘째, “평가구분”에 최하등급 기재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객관적
근거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셋째, “구체적 사례” 및 “기타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가 가능하도록 적시함으
로써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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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4년 법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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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역량 진단에 적용하기에 2014년 법관평가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항목” 구분을 삭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법관평가표 작성은 간접적으로는 법
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을 작성자에게 교육하는 것 역시 의미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항목” 구분의 삭제는 자료 작성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저
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평가구분”란에 적힌 설명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 수년간의 긍정적 변화를 뒤
엎는 부적절한 변화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거나 잘 유지된 점도 있다.
10번의 “만약 다른 사건에 관한 재판을 할 법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위 법관에게 재판
받길 원한다”라는 문항 추가는 매우 바람직하다. 종합 평가를 요구하는 문항의 추가는 자
료 작성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답변
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한편, 이러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 이를 기초로 문항별
중요도를 따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욱 현실에 부합하는 수치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등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특
정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10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
다”에 답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문항이 진단하
고자 하는 요소를 자료 작성자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렇
다면 종합적 진단 결과를 수치로 환산하고자 할 때에 해당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어
잡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를 토대로 심사관 국제화 역량의 평가표(안)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관평가표는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점을 유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관 국제화 역량 평가표(안)”을 결론에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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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적 자료 작성 및 실적평가

가.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기로 하였지만, 외부인에 의한 과정 중심 진단이 그 자체로
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자료 및 결과 중심의 실적 측정 또는
평가에 의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외부인에 의한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과정 진
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과
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과정이 행위자 내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이 그 프
로세스를 알 수 없는 상황 등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좋은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또는 확률적 믿음을 실제
사례로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적 자료 작성 및 실적 측정 또는 평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기대 또는 믿음은 축적된 “결과의 확인”에 의하여 강화된다. 강화된 신뢰는 프로세
스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출원인 또는 변리사에게 부정적인 심사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사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하게 만든다.
나. 문제점

그러나 이를 행하기에는 수많은 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적
고 이를 위한 도구 개발 및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많은 조직에서 전문가
에 대한 내부적 진단에 관계된 정도는 비밀로 취급한다. 이는 한편으로 개인정보 관리의 문
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단 과정에서는 주로 인사에 활용될 수 있
는 데이터를 다루므로 이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인사상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
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적 조직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관리에
관계되어 조직 경쟁력의 문제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내
용 및 과정 등이 비밀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내부평가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 미국의 심사관 평가계획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내부적 자료 작성 및 결과 평가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미국의 심사관 평가계획 PEPAP(Patent Ezaminer Performance Appraisal
Plan)을 부록에 첨부한다. 이는 공개되어 있는 전문가 역량 진단 도구 가운데, 특허청 심사
관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드문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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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과목의 결정

1. 결정 방향

가. 교과목 결정의 배경

교과목은 비록 교육 목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인 한 그 배경에 교육과정의 논의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교과목
결정의 배경 논의가 교과목 제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배경에 대한
이해는 후속 연구에서 여기에 제안된 교과목과 협의의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 성격

여기에 제시하게 될 교과목은 국가 수준의 정책적 통일성과 특허청 수준의 공통목표 및
개인 수준의 다양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배경이 되
는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의 것이어야 하며, 교육을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
의 과정 및 결과 모두에서 일정한 품질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심사관이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교과목의
수는 가능하면 적은 편이 좋다.
(2) 추구하는 인간 목표

높은 법규 이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심사관상의 첫 번째는 “법규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심사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될 교과목의 구성은 심사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법령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법으로는 산업재산권법령 외에 널리 그 상위의 지식재산을 다루는 법령 및 산업재산
권법의 인접ㆍ부속법령이 포괄적으로 교육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재산권법은 재산권에 관
한 법임과 동시에 행정에 관한 법이기도 하며 또한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일부 분쟁의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므로, 산업재산권법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교과
목에 행정법 및 민사소송법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법으로는 국제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제법의 총론에 해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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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을 교과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같은
조약의 일반 조약 등은 필수적으로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재산권에 포괄적으
로 관련되는 다자조약 역시 반드시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일부 심사관
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양자조약이나 특정 산업재산권법에만 관련된 조약 등이 선택과
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다른 나라와의 특허 관련 업무 제휴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심사관이 다
른 나라의 출원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들 출원에 대한 심사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므로 개별 해당국의 법령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업무 이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심사관상의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심사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될 교과목의 구성은 심사관이 업무 처리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관의 가장 주된 업무는 출원에 대한 심사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발명, 디자인 및 상
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때의 이해는 대상에 그 자체에 대한 정적 이해 뿐 아니라,
심사품질 개선의 궁극적 목표가 고객 만족도 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사 대상이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갖는 동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 처리 절차 이해에 중요한 요소는 지침, 매뉴얼 및 실무가이드를 익히고 이를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에 관한 과목 외에 실
무 실습에 관한 과목에 함께 편성될 수 있을 때에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 목표가 된다.
2)

높은 도구 이해도
심사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구를 능
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심사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 번째의 바람직한 심사관상이 된다.
심사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도구는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검색시스템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실제 업무에
서 검색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실
습 과정을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3)

높은 정책 이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심사관상의 네 번째는 “정책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갖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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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심사관”이다. 그러므로 정책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목은 반드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관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고객 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
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가 차원 또는 조직 차원에서 수립한 정책을 모든 심사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도록 만들 수 있다면, 심사관의 심사 업무에 그 정책 방향이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어느 출원이 어떤 심사관에게 배당되든지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높은 인간 이해도 (인문학적 소양)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심사관상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간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
를 갖고 있는 심사관”이다. 이는 널리 인간 이해와 관련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제시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의 향상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하고, 원활한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특허청 및 심사관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질적 문화적 이해가 더욱 중요한 문
제가 되고, 국익이 다른 나라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에는 협상력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역량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된다.
5)

나. 설계의 범위 및 구성

(1) 구성방침: 역량 체계와의 관련성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한 번 언급한 바 있으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반
복하여 설명한다. 우리는 국제화의 출발점이 우선 기본을 갖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라 선
언하였으므로,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심사관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능
력을 다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 역량 체계와 관련해서는 기본역량 및 핵
심역량의 강화에 먼저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기본교과목과 공통교과목에 우선 초점을 두고
개별ㆍ선택교과목을 보충적으로 고려하며, 전문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과목 역시 제한된 범
위에서 보충적으로 제안한다.
교과목 및 교육내용은 양 및 수준에서의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편성 및 과정 설
계에 학습자인 심사관의 자율과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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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계와 환류를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이는 후
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2) 분야별 특성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가치

모든 심사관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도 본 연구에서 교과목 제안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특허, 상표 및 디자인이라는 3대 심사분야별로 특별히 요구되
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에게 특유하게 요구되는
가치이다. 특허에 관한 절차는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기본이 되며, 모든 분야의 심
사관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 이해도를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생명공학이나
의약품 관련 기술 등 매우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기술이나 복수의 분야에 걸친 융합 기술
의 경우에는 교과목의 수강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에 특별한 고려가 필
요할 수 있다.
1)

상표
상표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포함하는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욱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상표 심사에서 언어란 특히 문자상표를 심사해야 할 때에 심사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집단, 즉 언중이 공
유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상표 심사에서는 출원된 표
장의 외관, 칭호 외에 “관념”의 면에서도 검토를 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화적 배경
에 대한 이해는 상표 심사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DUNKIN"이라는
도넛 업체가 자기 회사의 명칭을 제품 포장에 표시한 상태를 이미지화하여 상표 출원을 하
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포장의 일면에는 회사 명칭의 절반만이 드러나 있어 ”KIN"이라는
3개의 문자만 보이는 상태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등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다른 요건 외에 이것을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한글로 “즐”이라고 읽힐 수 있
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글자라는 점이 고
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2)

3)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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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특징은 서체디자인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디자인이
구현되는 물품과 일체화된 상태로 유통된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심사의 경
우에는 디자인이 체화되는 물품을 소비하는 수요자 및 그 물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인식과
관행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디자인 분야 심사관에게 제시되
어야 할 교과목에는 반드시 시장 관행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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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교육훈련 계획

가.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1) 추진방향

1)

○

개요

비전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인재 양성기관


○

미션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기반 확립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통한 IP인력 저변 확대
가. 심사ㆍ심판 품질제고를 위한 청직원 교육의 전문화ㆍ다양화
나. 대국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다. 일반인 및 교원ㆍ학생 대상 발명 교육 강화
2. 지식재산교육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가. 국제협력 강화 및 개도국 대상 국제 지재권 교육 확대
나. 심사관 해외훈련 다변화 및 청직원 어학능력 제고
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외국 지식재산 교육 확대
3.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가.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추진
나.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다. e-러닝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교육 지원
<2014년 교육훈련 추진방향>
1.

주요
추진
과제

53)

위의 표는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추진방향을 도시한 것이다. 그 내용
중에서 본 연구가 진단 및 교육의 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심사관”에 직접 관련되는
주요 추진 과제를 따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의 전문화ㆍ다양화

53) ＿,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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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
③ 심사관 해외훈련 다변화 및 어학능력 제고
②

문제점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 문제가 엿보인다. 우리는 앞서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의 출
발점이 기본을 갖춘 심사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초
ㆍ핵심을 제대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기
업에서 출원이 어느 심사관에게 배당되는지의 문제를 관리 불가능한 심각한 리스크로 생각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는 특허행정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아직 심사관들 사이에
심사역량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전문화ㆍ다양화를 지향하는 것은 자칫 교육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
가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직원인 심사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서
비스 수요자의 요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문화 및 다양화에 중점
을 둔 교육은 우선 기초ㆍ핵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하위 심사관들의 역량평가수치가 전
체 심사관 역량평가수치의 중간값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만든 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2) 세부계획

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의 전문화ㆍ다양화
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의 전문화ㆍ다양화에 관련된 세부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54)

심사관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
② 맞춤형 신기술교육과 외부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하는 것
①

이를 검토하여 보건대, “계획”으로서의 방향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교과목을 선정할 때에 약간의 주의가 요구될 수는
있다. 전문화ㆍ다양화 이전에 기초와 핵심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 결정이 매우 중요
할 것이므로, 기본 방향이 이렇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부계획이 추진되
어야만 한다.
54) 앞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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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
이하에서 국제협력은 본 연구가 심사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
한 거의 최초의 연구이고, 심사관의 가장 주된 업무는 출원의 심사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와 관련된 협력의 강화만으로 한정한다. 결국 이 문제는 앞서 살펴본 “심사의 품질 제
고”라는 문제에 통합될 것이다.
다만,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에서는 국제협력 강화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대상 국제 지식재산권 교육 확대”를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
한 가지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외국인 대상 국제 지식재산권 교육 확대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라는 세부계획을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교육 실시 대상 국
가보다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빨리 떨쳐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주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등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
향이 엿보이는데, 이들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자칫 국제협력 강화는커녕
우리나라와 우리 제도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도리어 국제협력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우월의식 대신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
다. 이를 통해 진정한 우호가 싹트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55)

심사관 해외훈련 다변화 및 어학능력 제고
심사관 해외훈련 다변화 및 어학능력 제고에 관련된 세부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3)

56)

해외훈련 다변화
ㆍ 중기과정 확대
ㆍ 훈련과정의 다양화
② 국제화 역량 및 어학능력 제고
ㆍ 국제교육과정에 지식재산 연계 프로그램 편성
ㆍ 자체어학강좌의 다변화 (ex. 심사관 해외훈련 외국어검증과정 대비 신설 등)
ㆍ 전화영어 대상언어의 확대
①

여기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엿보인다. 첫째, 해외훈련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중기과정
55) 앞의 책, 6면.
56) 앞의 책,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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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의 효율성이 문제이다. 국내훈련이 적절히 못하거나 효율이 떨어져 해외훈련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는 훈련내용이 우리와 다른 언어, 문화, 법령, 행정절차 또는 비교적 격차가
큰 앞선 선진 기술 등을 실제 현지 환경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된다. 단순한 흥미
유발이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당근” 등의 목적으로 해외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맛보기식의 단기 훈련으로 대개 충분하다. 반면 이러한 체험을 몸에 새겨 완전히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장기의 연수과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법관의 경우 해외연수의
핵심은 일정기간 근속 후의 장기연수에 있다. 통상 1년의 연수기간이 부여되고, 선택에 따
라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식이다.
둘째, 국제화 역량 및 어학능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제화 역량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파악한 문제가 발견된다. 우리는 이미 국제화 역량 강화를 “기초 강화”와 “전반적 태도
의 개선” 측면에서 매우 넓게 정의하였다. 또한 자체어학강좌의 효율성 역시 문제의 소지
가 있다. 특히 그것이 내부에서의 평가와 연계되는 경우 단순한 시험대비에 불과하게 되어
실제 업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힘인 “역량” 강화로부터 멀어지게 될 우려
가 있다. 더구나 이렇게 되면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과정 편성이 어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언어의 특성을 무시한 비효율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정적으로 전화영어에서는 작문과 독해 등 심사관에게 필수적인 서면 작
성 및 기술문헌 해독 능력에 직접 관계되는 역량 요소를 키우기가 어렵다. 회화능력은 대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능력, 즉 표정, 몸짓, 추임새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까지 포함한 포
괄적이고 총체적인 의사소통의 강화를 지향하여야 효율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전화영어에
서는 그러한 환경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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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3년과 비교한 주요 변경사항

(1) 공무원 교육과정

구분
신설(3)
폐지(2)
확대(1)

과정명
마드리드 출원
한글 초급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고객만족
자기관리
신규심사관

조정이유
마드리드 출원수요 확대에 따른 교육 개설요청 반영
신규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개설요청 반영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 공문서 작성능력 배
양을 위한 개설요청 반영
교육수요 저조로 폐지, 타 교육과정 교과목으로 편성
교육수요 저조로 폐지, 타 교육과정 교과목으로 편성
5급(공채ㆍ특채ㆍ승진자) 임용시기와 일치를 위해 연
2회(1월ㆍ7월) 개설
<공무원 교육과정>
57)

공무원 교육과정은 2013년도와 비교하여 이 표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의 심사관 성격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
“한글 초급”은 폐지되어야 하고, 한글의 기초 사용법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과정(ex.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등)을 통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은 기본워
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상에서의 문서작성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문서작성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 자명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글 초급”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자기관리” 과정의 폐
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정 수준의 전문가의 경우 본인의 자기관리능력을 스스로 높게 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글 초급”은 필
요한 과정이 아니라 장차 단순히 교육훈련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과정으로만 여겨질 가능성
이 클 것으로 보인다.
1)

2)

원칙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의 변경

57) 앞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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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목표의 설정에 심사관
개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객만족”은 공공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궁극의 목표이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원
칙이다. 특히 “고객만족”은 상대적으로 인간관계가 단조롭고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특히 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에게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교육수요 저조”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소위 “수포자”가 많다고 하
여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수학을 폐지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일이다.
“

(2) 국제화 교육과정

구분
신설(2)
폐지(2)
축소(2)
변경(1)

과정명
조정이유
해외 지재권 보호
교육 수요 반영
국제브랜드 창출
교육 수요 반영
지식재산 국제협상 보호 교육수요 저조로 폐지
대학생 챌린지 특허실무 교육수요 저조로 폐지
자체 어학과정
예산부족
전화영어
예산부족
미국ㆍ유럽ㆍ중국 지식재산 명칭변경
<국제화 교육과정>
58)

국제화 교육과정은 2013년도와 비교하여 위 표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원칙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의 변경
“교육목표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목표의 설정에 심사관
개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협상력”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심사관
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역량이다. 특히 “국제협상”은 최고 수준의 대인관계 스킬을 요구하
는 난이도 높은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있어 협상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공무원(특히 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에게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과
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교육수요 저조”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영포자”가 많
1)

58) 앞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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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중등교육과정에서 영어를 폐지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일이다.
과정운영의 비효율성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므로, 상위 과정으로 갈수록 언어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의 목표의식이 중요하다. 최종 교육목표에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목표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 내부 자체교육은 그 효율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므로, 의사소통능력의 종합적 향상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의
사소통 수단의 동시 훈련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여 교육을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이미 밝혔다시피 전화영어에서는 이러한 환경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언어는 지속적
반복을 통하여 “생활화ㆍ습관화”시켜야 하는 도구이므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과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는 전화영어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2)

다. 세부운용 계획 및 내용

(1) 교육과정 세부계획(집합교육)

구
분

과정명
114개 과정

교육대상

개 과정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심판소송제도
심판관
4

공
무
원

기
본
과
정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예정자
(5급 이상 및 5급 승진후보자)
특허청 5급경력 2년 이상자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4
급
, 5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개 과정
10개 과정
특허심사사례 연구(기초)
특허심사사례 연구(심화)
심사지도
심결판례연구
105

전
문 심
과 사
정 실
무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즁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즁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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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교육횟수
178

133

41

5

20

2

7

1

7

1

7

1

123

108

26

10

3

1

3

1

3

1

3

1

법
률
과
정

특
허
행
정
⁀

직
무
‿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지재권실무자
선행기술조사
PCT심사(기초)
PCT심사(심화)
마드리드 출원
16개 과정
특허법(이론)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상표법(이론)
상표법(쟁점과 사례)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디자인보호법(이론)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민법의 이해
특허민법
민사소송법(이론)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저작권법의 이해
16개 과정
신지식재산권
외국의 지재권제도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지재권 기술 사업화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
홍보기획 역량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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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ㆍ실 심사관
특허청 6급 이후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신규 및 전입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2

1

3

1

3

1

2

1

2

1

2

1

52

16

5

1

3

1

2

1

5

1

3

1

2

1

5

1

3

1

2

1

5

1

3

1

5

1

3

1

2

1

2

1

2

1

45

82

2

2

3

1

2

2

2

1

5

1

2

1

국
제
화
과
정

특허청 공무원
문서작성능력 향상
특허청 공무원
올바른 공문서 작성
특허청 공무원
소셜 네트워크
특허청 공무원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특허청 공무원
동영상 제작과 활용
특허청 공무원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엑셀(초급)
특허청 공무원
엑셀(중급)
특허청 공무원
한글(초급)
특허청 공무원
한글(중급)
63개 과정
기
술 심사관 신기술 교육
특허청 심사관
36개 과정
특허청 직원
자체 어학과정(11개 과정)
특허청 심사관
심사관 해외훈련(20개 과정)
공무원
미국ㆍ유럽ㆍ중국 지식재산 과정
대학생 중소기업 연구원
공무원
지식재산 국제회의
공무원
지식재산 국제 프리젠테이션
공무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국제브랜드 창출
공무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해외 지재권 보호
<교육과정 세부계획(집합교육)>
,

,

3

1

2

1

2

1

2

2

3

1

3

1

3

1

3

1

2

1

2

1

1~5

63

협의결정
15

72

-

43

-

20

3

3

3

2

3

2

3

1

3

1

59)

(2) 과정별 세부운용 내용

기본과정
□ 신규심사관 과정
교육목표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하게 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관으로서의 기본소
및 양, 법률지식 및 심사에 필요한 검색기법, 심사사례 및 심사지침을 학습함으
1)

59) 앞의 책,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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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설명 로써 초임심사관으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1기
2기
교육일정
2014. 1. 20. ~ 2014. 2. 14. (4주)
2014. 7. 7. ~ 2014. 8. 1. (4주)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예정자(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승진 후보자)
교육기간 20일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포함)
교육인원 80명(기수당 40명)
시간배정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179
□ 이론교육(행정ㆍ기술 공통교육)
122
96
19
7
ㆍ 등록 및 입교
1
1
ㆍ 정부 3.0의 이해
2
2
ㆍ 정부조직 체계 및 특허청 업무 소개
2
2
ㆍ 인사 및 복지제도
1
1
ㆍ 공직자의 기본자세
2
2
ㆍ 특허고객 서비스 제도 안내
1
1
ㆍ 언론보도의 이해
2
2
3
3
교육내용 ㆍ 지식재산의 이해
ㆍ 지식재산기본법과 정책과제
2
2
(교과목)
ㆍ 공무원 행동강령
1
1
ㆍ 출원 방식심사의 이해
2
2
ㆍ 등록 방식심사의 이해
2
2
ㆍ 체육활동(팀워크 게임 및 소통)
3
3
ㆍ 안보교육
1
1
ㆍ 특허 및 상표 심판제도의 이해
3
3
ㆍ 특허 및 상표 소송제도의 이해
4
4
ㆍ 지식재산의 국제 동향
2
2
ㆍ 민법총칙
4
4
ㆍ 명사특강
2
2
ㆍ 특허법
16
16
ㆍ 교양강좌(행복한 일터 만들기)
2
2
ㆍ 디자인보호법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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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ㆍ 산업시찰 및 정책현장학습
ㆍ 원장특강
ㆍ 분야별 간담회
ㆍ 평가
ㆍ 특허법/상표법(사이버)
ㆍ 설문 및 수료
□ 심사관 직무전문(행정분야)
ㆍ 디자인보호법의 동향 및 정책방향
ㆍ 디자인 분류체계 및 분류심사
ㆍ 디자인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ㆍ 헤이그 협정의 이해
ㆍ 디자인 심사실무 및 사례
ㆍ 디자인 도면의 이해와 도해
ㆍ 상표심사 기준
ㆍ 상표분류 및 심사
ㆍ 상표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ㆍ 상표 심사실무 및 사례(6조) 및 도형의 식별력 기준
ㆍ 상표심사 정책의 방향 및 동향
ㆍ 상표 심사실무 및 사례
ㆍ 상표 중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ㆍ 심사평가 기준
ㆍ 특유(소리, 냄새 등) 상표제도의 이해
ㆍ 국제상표제도
□ 심사관 역할실습(기술분야)
ㆍ 융복합 기술 심사 사례
ㆍ IPC 분류
ㆍ 심사지침서
ㆍ PCT 총론
ㆍ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이해와 해석
ㆍ 외국특허 및 비특허 문헌 검색
ㆍ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ㆍ 신규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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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6
1

16
1

1

1

3

3

20

20

1

1

57

30

2

2

3

3

3
2

27

3
2

11

11

2

2

4

4

3

3

3

3

5

5

2

2

8

8

2

2

2

2

2

2

3

3

57

21

3

3

2

2

3

3

3

3

4

4

36

2

2

6

6

5

5

분야별 검색실습
ㆍ 진보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ㆍ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ㆍ 심사평가 기준
ㆍ 명세서 기재불비 심사 및 실무
ㆍ 정정보정에 관한 실사실무 및 사례
ㆍ 중간서류 검토요령
ㆍ 통지서 작성요령
<신규심사관과정>
ㆍ

2

2

7

7

4

4

3

3

5

5

3

3

3
2

3
2

60)

년 신규심사관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
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2014

기초 법률지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
ㆍ 지식“재산”을 다루는 심사관에게 재산관계의 기본법인 “민법” 총칙을 교
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특허행정 및 절차에 관한 법의 상위ㆍ기본법이자 수
많은 유추ㆍ준용이 이루어지는 “행정법” 및 “민사소송법” 역시 반드시
교육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은 과거 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이
었고, 민사소송법은 현재에도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② 디자인 관련 교육과목의 흠결
ㆍ 특허 및 상표는 “중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과목이 개설된 반면 디자인
은 이러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앞
에서 디자인 심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디자인 관련 과정에서만 특정 과목이 빠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융복합 기술 심사 사례” 과목의 적절성
ㆍ 융복합 기술에 대한 사례 교육은 융복합의 대상이 되는 복수의 각 기술 분야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에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컨대, 일반 생물학만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심사관에게 무턱대고 특정 생
물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미세구조를 모방하여 구현한 제품을 대량 생산
하는 융합 기술의 “사례”를 가르치려 한다면 융합의 대상이 되는 개별 기
술에 대해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는 문제의 심사관이 그 사례를 제대로 이해
①

60) 앞의 책,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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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것임은 거의 자명한 일이다. 신규심사관에 대한 기본소양을 교육
하는 것이 목표인 과정에서는 “심사 사례”보다 “융복합 기술의 이해”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이론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지만 후속 연구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 다음의
두 가지이다.
특허고객 서비스 제도 안내” 과목의 시간 배정
ㆍ 특허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이 궁극의 목표라면 1시간의 교육으로는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임심사관의 역량 진단 후 필요하
다면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보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지식재산의 이해” 시간 배정
ㆍ 산업재산권 총체에 대한 올바른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상위개념인 지식재
산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표장 보호제도,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 등과 산업재산권을 비교ㆍ대
조하는 내용을 교육하기에 3시간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초임심사관의 역량
진단 후 필요하다면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①“

□

중견심사관 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

일정기간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심사관을 대상으로 권리 및 기술 분야
별로 최근의 심사·심판사례에 대한 연구·분석과 개정된 법규정과 관
련한 심사 실무 교육을 통하여 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
2014. 4. 7. ~ 2014. 4 15.

특허청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또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7일(교육시간: 49시간)
50명
시간배정
교육내용
교과목
실 기
(교과목)
계 이
론 습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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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이론교육(행정ㆍ기술 공통교육)
ㆍ 등록 및 입교
ㆍ 지식재산기본법의 이해와 전략
ㆍ 저작권 일반 및 침해사례
ㆍ 지재권 국제동향 및 조약
ㆍ 민사소송법
ㆍ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안보교육
ㆍ 교양강좌(고객만족 향상)
ㆍ 검색시스템 실습 및 비특허문헌 검색 실습
ㆍ 평가
ㆍ 설문조사 및 수료
분야별 전문교육(행정)
ㆍ 상표권 분쟁과 부경법과의 관계
ㆍ 상표 심결판례 분석 및 토의
ㆍ 특허법의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ㆍ 심사평가 사례
ㆍ 국제상표 제도
ㆍ 헤이그 협정의 이해
ㆍ 디자인 심결판계 분석 및 토의
ㆍ 디자인 보호법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

-

-

-

26

20

2

4

1

1

2

2

4

4

2

2

5

5

3

3

2

2

2

1
2

1
2

2

8

1

1

1

4

23

15

3

3

4
3

3

2

2

2

2

2

2

4

분야별 전문교육(기술)
ㆍ 명세서 기재불비 판단 및 청구범위 해석
ㆍ 심결판례 분석 및 토의(기술분야별)
ㆍ 심사평가 사례
ㆍ 의견제출통지서 분석 및 토의(기술분야별)
ㆍ 융복합 기술 심사 사례
ㆍ PCT 심사사례 및 새로운 제도의 이해
ㆍ PCT 심사평가 기준 및 사례
<신규심사관과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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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9

5

3

3

23

14

4

4

5
2

4

2

4
5

5

1.5

1.5

1.5

1.5

4

1

년 중견심사관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
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2014

기초 법률지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
ㆍ 신규심사관 과정과 비교하여 “민사소송법”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행정법”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
다. 특허청의 “행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
에 과거 변리사시험의 2차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이 지정되었었던 점을 고려하
면 행정법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는 행정법이 변리사 시험과
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변리사 출신의 심사관이라 하더라도 행정법에 대
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심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더
욱 교육이 필요한 과목이 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조약 교육의 부족
ㆍ "지재권 국제동향과 조약“을 2시간에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재권에 관
련된 조약은 그 수가 매우 많고, 지재권에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투자”
에 관련된 조약 등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약 규정 역시 매우 다양하며, 비엔
나조약 등 조약 해석을 위해 반드시 선행교육이 되어야 하는 조약의 기본조
약도 있어 조약 과목을 따로 떼어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특허법의 주요 이슈 및 분쟁사례” 과목 배치의 일관성 문제
ㆍ 신규심사관 과정에서와의 균형 및 통일성을 생각한다면, 이 과목이 “분야별
전문교육(행정)”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야별 전문교육(기술)”에
포함되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①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지만 후속 연구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교양강좌(고객만족 향상)” 과목의 시간 배정
ㆍ 고객만족도 향상이 궁극의 목표임에도 고작 2시간의 교육시간 배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는 심사관 역량 진단 후에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① “

□

심판소송제도 과정

61) 앞의 책,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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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

일정기간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심사관을 대상으로 심판 및 소송제도 전
반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심사 · 심판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화과정
2014. 9. 11. ~ 2014. 9. 19.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특허청 4급 공무원, 또는 동 과정을 이수한 특허
청 5급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7일(교육시간: 49시간)
50명
시간배정
교과목
기
계 이론 실
습 타
소계
49
37
10
2
ㆍ 등록 및 입교
1
1
ㆍ 심판제도 및 절차
5
5
5
5
3
교육내용 ㆍ 심판처리 및 구술심리 실무
ㆍ 심판판례 분석 및 토의(Ⅰ)
3
7
(교과목)
ㆍ 심판판례 분석 및 토의(Ⅱ)
7
ㆍ 교양 강좌(창조경제와 지식재산)
2
2
ㆍ 송무실무 및 사례
5
5
ㆍ 정부 3.0의 이해
2
2
ㆍ 민사소송법
12
12
ㆍ 특허소송 제도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동향
6
6
ㆍ 설문 및 수료
1
1
<심판소송제도 과정>
62)

년 심판소송제도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2014

법률지식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
ㆍ “민사소송법”을 12시간 공부한 후 “특허소송 제도”를 6시간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를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심판제도 및 절차에 대한 큰
그림을 익히도록 하고, 특허법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흠결에 합리적으로 대처

①

62) 앞의 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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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토록 하려면 “민사소송법”에 대응하는 “행정절차
법(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을 10시간 내외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과정: 심사실무
이 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디자인 및 상표 심사실무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점이다. 심사실무를 다루는 전문과정에서 디자인 및 상표에 관련된 것은 “마드리드
출원과정”이 유일하다. 이는 디자인 및 상표 심사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던
앞의 분석에 기초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과정 편성이다. “디자인심사사례 연
구과정” 및 “상표심사사례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특허분야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
급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2)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기초)
교육목표 심사평가에서 지적되는 사례를 법조항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우수사례를
및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초임심사관의 기초적 역량강화 및 심사품질 향상을
과정설명 위한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5. 12. ~ 2014. 5. 14.
교육대상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 22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배정
교과목
기
계 이론 실
습 타
소계
22
17
2
3
ㆍ 등록 및 입교
1
1
3
3
교육내용 ㆍ 신규성 심사사례
ㆍ 명세서 기재요건 심사사례
3
3
(교과목)
ㆍ 성원 및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사례
3
3
ㆍ 진보성 심사사례
3
3
ㆍ 정부 3.0의 이해
1
ㆍ 심사평가 사례
2
2
ㆍ 정정보정에 관한 사례
3
3
ㆍ 선행기술 검색전략 및 외국문헌별 검색방법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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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및 수료
1
1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기초)>
2014년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기초)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ㆍ

63)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서비스 우수 사례 소개의 필요
ㆍ 고객만족도 향상은 특허행정 전 과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목표이다. 그렇다면 “면담 및 적정 보정안 제시 사례” 과목을 신규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면담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불만을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
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적정 보정안을 찾
아내고 이를 원활하게 전달ㆍ설득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여
포지티브 심사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합하는 심사관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심화)
교육목표 심사결과가 심판원 및 법원에서 다르게 해석되었던 흠결사례를 중심으로
및 심층적인 재교육을 함으로써 경력심사관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특실 ·
과정설명 상디 융·복합화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10. 20. ~ 2014. 10. 22.
교육대상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22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배정
교과목
기
계 이론 실
습 타
교육내용
소계
22
17
2
3
(교과목) ㆍ 등록 및 입교
1
1
ㆍ 정부 3.0의 이해
1
1
ㆍ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사례
5
5
ㆍ 특실심사 쟁점사례
3
3

63) 앞의 책,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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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흠결사례
ㆍ 정정, 보정 관련 판단 흠결사례
ㆍ 분야별(STN,표준문서)인터넷 검색방법 실습
ㆍ 심사평가 사례
ㆍ 설문 및 수료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심화)>
ㆍ

4

4

3

3

2
2
1

2
2
1

64)

년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심화)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교육목표 설정의 문제
ㆍ “심사결과가 심판원 및 법원에서 다르게 해석되었던 흠결사례” 중심 교육으
로 목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가 의문이다. 목표를 보다 넓
게 설정하고 “면담 및 적정 보정안 제시 사례” 과목의 심화과정을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
ㆍ “특허심사사례 연구과정”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특실 · 상디 융·복합화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필요성도 의문
이거니와, 상표 및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상표 및 디자인 교육
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중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

심사지도과정
책임심사관을 대상으로 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 능
교육목표 특허청
제고를 통하여 심사지도 및 강의 방법을 습득하고 심사 쟁점사항에 대
및 력
토론을 통해 공통된 심사기준 정립, 심사지원 및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과정설명 한
위한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8. 7. ~ 2014. 8. 6.
교육대상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21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배정
교육내용
교과목
(교과목)
계 이 실 기

64) 앞의 책,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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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습 타

소계

행정
ㆍ 등록 및 입교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자주 실수하는 심사사례 유형
ㆍ 신규심사관이 지적받는 심사평가 사례
ㆍ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준
ㆍ 교양강좌(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언론대응 노하우)
ㆍ 설문 및 수료
□ 기술
ㆍ 등록 및 입교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자주 실수하는 심사사례 유형
ㆍ 신규심사관이 지적받는 심사평가 사례
ㆍ 특허 심사기준
ㆍ 교양강좌(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언론대응 노하우)
ㆍ 설문 및 수료
<심사지도과정>

21

18

-

3

□

1

1

1

1

6

6

2

2

7

7

3

3

1

1

1

1

1

1

6

6

2

2

7

7

3

3

1

1

65)

년 심사지도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교육목표와 교과목의 불일치
ㆍ “심사지도 및 강의방법 습득”이 교육목표의 하나임에도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지도”에 대
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론에 해당하는 “교육의 이해”를, 적절한
“강의방법” 활용으로 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책임심사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방법론”을 신규 개설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된다.

①

□

심결판례 연구 과정

65) 앞의 책,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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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

최근 심결·판례에 대한 연구·토론을 통하여 관련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
기 위한 교육과정
2014. 8. 11. ~ 2014. 8. 13.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교육시간: 23시간)
40명

시간배정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과목
소계

등록 및 입교
교육내용 ㆍ 심판 일반
ㆍ 심결 취소소송 절차의 이해
(교과목)
ㆍ 심결 판례 사례(상표)
ㆍ 심결 판례 사례(디자인)
ㆍ 심결 판례 사례(특허 및 실용신안)
ㆍ 교양강좌(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융합방법)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설문 및 수료
<심결판례 연구 과정>
ㆍ

23

20

1

-

3
1

3

3

4

4

3

3

3

3

4

4

3

3

1

1

1

1

66)

년 심결판례연구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2014

교육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음
ㆍ “관련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에 매우 큰 걸림
돌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에는 판결의 효력(특히 기속력)범위에 관한 오해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심사에 널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과목을 신설
하여 심사관들 사이에 특정 사건의 결론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심사에 반

①

66) 앞의 책,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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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야 할 것인지 통일된 기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심결취소소송 외에 “등록무효소송의 이해”도 함께 교육하는 것이 판례를
반영한 심사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과정
교육목표 특ㆍ실 심사ㆍ심판관을 대상으로 청구범위에 대한 해석요령 및 사례 등을
및 집중 학습함으로써 심사 · 심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3. 6. 〜 2014. 3. 7.
교육대상 특허청 특ㆍ실 심사관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4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14
12
2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1
1
(교과목)
∙ 청구범위 해석사례 소개(무효 및 심결취소소송)
5
5
∙ 청구범위 해석사례 소개(권리범위확인심판)
4
4
∙ 청구범위 해석사례 소개
3
3
∙ 설문 및 수료
1
1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과정>
67)

년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필수 선행 과목의 누락
ㆍ 심화ㆍ전문과정으로서의 본 과정에서는 기술분야별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어떻게 정하여지는지를 반드시 먼저 교육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명세서 및 청구범위 기재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해석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①

67) 앞의 책,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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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술분야별 ‘통상의 기술
자’ 수준” 교과목을 신설해야만 한다.

□

선행기술조사 과정
교육목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요원과 초임심사관을 대상으로 특실검색방법, IPC분
및 류, 청구 범위해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선행기술 검색 및 조사보고
과정설명 서 작성 등을 교육함으로써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6. 16. 〜 2014. 6. 18.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 21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21
9
9
3
∙ 등록 및 입교
1
1
교육내용 ∙ IPC 분류의 이해
2
2
(교과목) ∙ 청구범위 해석
4
4
∙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
3
3
∙ 정부 3.0의 이해
1
1
∙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 판단
3
3
∙ 선행기술조사 실습
6
6
∙ 설문 및 수료
1
1
<선행기술조사 과정>
68)

년 선행기술조사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2014

①

필수 선행 과목의 누락

68) 앞의 책,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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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요권과 초임심사관”이 교육대상이므로, 신규심사관 교육때와
마찬가지로 “선행기술검색 및 검색시스템 사용요령”을 “외국특허 및 비
특허문헌 검색” 이전에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ㆍ “

심사(기초) 과정
교육목표 신규 PCT심사관 및 PCT심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PCT심사를 위한 기본역
및 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2. 20. 〜 2014. 2. 21.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6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16
8
6
2
∙ 등록 및 입교
1
1
1
1
교육내용 ∙ PCT 국제출원 총론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매뉴얼(Ⅰ)
2
2
(교과목)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매뉴얼(Ⅱ)
2
2
2
∙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
2
∙ PCT 영문견해서 작성요령 및 사례
2
2
4
∙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습
4
∙ PCT 심사평가 기준 및 사례
1
1
∙ 설문 및 수료
1
1
<PCT 심사(기초) 과정>

□ PCT

69)

년 PCT 심사(기초)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2014

69) 앞의 책,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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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선행 과목의 누락
ㆍ “신규 PCT심사관 및 PCT심사 예정자”가 교육대상이므로, 선행기술조사과정
교육때와 마찬가지로 “선행기술검색 및 검색시스템 사용요령”을 “외국특
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 이전에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심사(심화) 과정
교육목표 경력 PCT 심사관을 대상으로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영문견해서의 작성
및 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9. 22. 〜 2014. 9. 23.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4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14
12
2
1
1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 PCT 국제출원 사례
2
2
(교과목)
∙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무(기계)
2
2
∙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무(화학)
2
2
∙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무(전기)
3
3
∙ PCT 심사평가 사례
3
3
∙ 설문 및 수료
1
1
<PCT 심사(심화) 과정>

□ PCT

70)

년 PCT 심사(심화)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
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교과목 선정의 적절성
ㆍ 기계, 화학, 전기의 3개 기술분야로 교육내용을 한정한 것의 적절성 문제가 제

①

70) 앞의 책,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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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융ㆍ복합 기술이 주된 심사대상이 되고 있어 심
사조직 자체가 이에 따라 개편되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을뿐더러, 최근에
PCT 관련 출원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등 기술분야별로 달라지
고 있는 업무처리량과도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과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기술분야별로 세분화된 심화교육은
다른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마드리드 출원 과정
교육목표 마드리드 담당 심사관 및 마드리드 방식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드
및 리드 출원서식 작성 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설명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3. 13. 〜 2014. 3. 14.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4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14
4
8
2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1
1
(교과목)
∙ 마드리드 출원 개요
2
2
∙ 마드리드 출원서 등 작성 실습
6
6
∙ 마드리드 방식 실무
4
2
2
∙ 설문 및 수료
1
1
<마드리드 출원 과정>
71)

년 마드리드 출원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지
적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상표 관련 교육과정이 추가되면서 마드리드
“출원” 관련 과정만 따로 독립된 과정으로 교육하는 것을 가정하면 현재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은 교육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2014

71) 앞의 책,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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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 법률과정
□ 특허법 (이론 ) 과정
교육목표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요건,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소송 등에 대해 학습
및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법 중 기본법인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
과정설명 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9. 1. 〜 2014. 9. 5.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5일(교육시간 : 35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35
32
3
▪ 등록 및 입교
1
1
▪ 특허법
32
32
교육내용 ∙ 특허제도의 이해
(교과목)
∙ 특허출원 및 특허요건
∙ 국내외 판례연구 및 분석
∙ 실시권 및 침해
∙ 특허심판 및 소송
∙ 최근 주요국의 특허동
▪ 정부 3.0의 이해
1
1
▪ 설문 및 수료
1
1
<특허법(이론) 과정>
3)

72)

년 특허법(이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2014

선행교육이 필요한 교과목의 누락
ㆍ 특허법과 특허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기능적

①

72) 앞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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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경제학” 기초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허와 경제” 과목을 신설하여 특허가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와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특허법(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목표 특허법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
및 으로 각 조문별 또는 논점별로 심결 · 판례 등의 핵심사항 및 사안별 쟁
과정설명 점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2. 17. 〜 2014. 2. 19.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 21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21
18
3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특허법 전반에 대한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
18
18
∙ 정부 3.0의 이해
1
1
∙ 설문 및 수료
1
1
<특허법(쟁점과 사례) 과정>
73)

년 특허법(쟁점과 사례)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교과목의 누락
ㆍ 미국이나 유럽 등의 최근 판례 경향은 “제한된 독점권의 부여로 신기술 개발
에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특허제도의 이론적 배
경을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극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심결ㆍ
판례의 핵심사항 및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①

73) 앞의 책,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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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결ㆍ판결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일으켰는지에 관한 사례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교육목표
및 지재권 관련 특허법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학습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6. 2. 〜 2014. 6. 3.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6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16
14
2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특허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14
14
∙ 설문 및 수료
1
1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74)

년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지적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목표와 교과목 연계에 별다른 문제가 발
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편이므로, 교육생
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
다.
2014

□

상표법(이론) 과정
교육목표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등록 요건, 심사, 심판 및 소송 등에 대해 학습함으
및 로써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74) 앞의 책,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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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2014. 10. 1. 〜 2014. 10. 8.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5일(교육시간 : 35시간)
교육인원 40명
교과목

계

소계

등록 및 입교
▪ 상표법
교육내용 ∙ 상표제도의 이해
(교과목)
∙ 상표의 유사, 등록일반조건
∙ 조문별 이해 및 사례
∙ 상표권 효력제한
∙ 상표권 침해 및 분쟁사례
∙ 심판 및 소송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상표법(이론) 과정>

35

▪

시간
이 실 기
론 습 타
32

1
32

-

3
1

32

1

1

1

1

75)

년 상표법(이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2014

.

필수적 교과목의 누락
ㆍ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표제도의 발전을 연
혁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래 불법행위법에서 출발한 상표보호의 논리
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장 보호제도와
의 비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점이 교과목 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ㆍ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도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여 왔던 자에
게조차 때로 쉽지 않은 업무이다. 그러나 이를 교육하는 교과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교과목을 신설하여 집중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75) 앞의 책, 64면.
- 94 -

ㆍ

□

최근에는 “상표의 동일 내지 동일성”에 대하여도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
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목표 상표법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
및 으로 각 조문별 또는 논점별로 심결 · 판례 등의 핵심사항 및 사안별 쟁
과정설명 점사항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3. 3. 〜 2014. 3. 5.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 21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21
18
3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상표법 전반의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 · 토의
18
18
∙ 정부 3.0의 이해
1
1
∙ 설문 및 수료
1
1
<상표법(쟁점과 사례) 과정>
76)

년 상표법(쟁점과 사례)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필요한 교과목의 누락
ㆍ 특허와 달리 상표에서는 “경쟁질서”가 주된 쟁점사항이 되므로 이를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결ㆍ판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있는”
법적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 추가
신설되어야 한다.

①

□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76) 앞의 책,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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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지재권 관련 상표법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학습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6. 4. 〜 2014. 6. 5.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6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16
14
2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상표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14
14
∙ 설문 및 수료
1
1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77)

년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목표와 교과목 연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지만, 다른 토론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는 심사관들이 자유롭게 적극적
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2014

□

디자인보호법(이론) 과정
교육목표 디자인보호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이론적 토대형성을 위해 다
및 양한 형태의 실무사례에 대한 복합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을 제공하여 디
과정설명 자인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마련된 과정
교육일정 2014. 10. 13. 〜 2014. 10. 17.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5일(교육시간 : 35시간)
교육인원 40명
교육내용
교과목
시간

77) 앞의 책,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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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등록 및 입교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및 체계
∙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특유
디자인의 이해 등
∙ 디자인의 유사판단 및 등록요건의 검토
∙ 심판 등 분쟁절차 및 권리침해시 조치사항
∙ 분쟁사례 및 최근의 동향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디자인보호법(이론) 과정>
▪

교과목)

(

계

이 실 기
론 습 타

35

32

1

-

3
1

32
32

1

1

1

1

78)

년 디자인보호법(이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
할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2014

출원인 관점의 이해 증진 필요
ㆍ 출원인 시각에서 출원을 볼 수 있는 심사관의 양성이 더욱 중요한 분야가 디
자인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필요를 교육
과정에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유디자인 제도는 디자인의 전략적
관리 옵션을 다양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고객편의를 우선한 특허행정을 수행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려면 “디자인 관리 전략 실무”를 교육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② 제도 자체의 문제점 인식 필요
ㆍ 산업재산권법 중 법령에 가장 흠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법이 디자인보호
법이라는 점을 교과목에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체, 부분디자인 및
화상디자인 분야 등에서 현재의 보호방식을 대체ㆍ보완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주장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책에 관한 교육이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78) 앞의 책, 67면.
- 97 -

□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목표 디자인보호법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공무원
및 을 대상으로 각 조문별 또는 논점별로 심결 · 판례 등의 핵심사항 및 사
과정설명 안별 쟁점사항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3. 10. 〜2014. 3. 12.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 21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21
18
3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
18
18
∙ 정부 3.0의 이해
1
1
∙ 설문 및 수료
1
1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과정>
79)

년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
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필요 과목의 누락
ㆍ 디자인 관련 심결 및 판례에서 언제나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반인 또는 주
된 수요자들이 물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구현된 디자인으로부터 얼마나
다른 디자인과 차별화된 미적 감각을 느끼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민족
또는 사회조직 구성원들의 문화 내지 시장에서의 관행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
이므로, 이를 별도의 교과목으로 신설해 교육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심사관들
이 시장의 동향과 관행 및 시장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체화 제품의 주된 수요
자의 인식 등에 익숙해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①

□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79) 앞의 책,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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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지재권 관련 디자인보호법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및 학습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6. 9. 〜 2014. 6. 10.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6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16
14
2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디자인보호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14
14
∙ 설문 및 수료
1
1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80)

년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
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목표와 교과목 연계에 큰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토론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는 심사관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2014

□

민법의 이해
교육목표 심사 ·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심사 · 심판관의 법률적 마인드 강화 및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본법률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3. 31. ~ 2014. 4. 4.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5일(교육시간 : 35시간)
교육인원 40명
교육내용
교과목
시간

80) 앞의 책,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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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등록 및 입교
▪ 민법
∙ 민법일반
∙ 권리, 권리의 주체 및 객체
∙ 의사표시, 대리
∙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 채권의 목적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민법의 이해 과정>
▪

교과목)

(

계

이 실 기
론 습 타

35

32

1
32

-

3
1

32

1

1

1

1

81)

년 민법의 이해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2014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교과목 신설의 필요
ㆍ 현재는 민법총칙 및 채권총칙의 내용을 주로 교육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최근의 지식재산권 활용 양상에 부합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상속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이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기초적 친족ㆍ상속법 교육을 하여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①

□

특허 민법 과정
교육목표 산업재산권법과 재산법으로서 민법과의 상호관계(규정 ‧ 적용 ‧ 해석 등)의
및 이해를 통해 법률적 마인드 강화 및 전문성 제고

81) 앞의 책,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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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5. 19. ~ 2014. 5. 21.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 21시간)
교육인원 40명
교과목

계

소계

등록 및 입교
▪ 특허와 민법
교육내용 ∙ 민법일반
(교과목)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권리의 변동
∙ 기간 등
∙ 채권의 목적
∙ 물권법 및 채권법 일반 등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특허 민법 과정>

21

▪

시간
이 실 기
론 습 타
18

1
18

-

3
1

18

1

1

1

1

82)

년 특허 민법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
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2014

부적절한 과정 명칭
ㆍ 교육목표가 “산업재산권과 민법과의 상호관계 이해”에 있으므로, 과정 명칭
을 “특허 민법 과정”이 아닌 “산업재산권과 민법”으로 개칭함이 좋을 것
이다. 교육을 받는 자들은 과목 명칭으로부터 그 과목에 담길 내용 및 교육의
과정 흐름에 대해 미리 예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거나 내용 또는 흐
름에 부합하지 않는 과목 명칭은 교육 대상이 되는 심사관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된다.

①

82) 앞의 책,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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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교과목의 누락
ㆍ 권리의 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 등은 많은 경우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만, 현재의 교과목에는 “계약법”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계약법” 교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②

□

민사소송법(이론) 과정
교육목표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 소송의 종류, 당사자 확정 등으로
및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심사 ·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과정설명 소송관련 법률적 소양을 함양키 위한 과정
교육일정 2014. 11. 17. ~ 2014. 11. 21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5일(교육시간 : 35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35
32
3
▪ 등록 및 입교
1
1
▪ 민사소송법
32
32
교육내용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능력
∙ 채권자 대위소송
(교과목)
∙ 소송상 상계항변
∙ 병합소송
∙ 다수당사자소송
∙ 소송의 종료
∙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
▪ 정부 3.0의 이해
1
1
▪ 설문 및 수료
1
1
<민사소송법(이론) 과정>
83)

년 민사소송법(이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83) 앞의 책,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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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과목의 누락
ㆍ 교육목표상 실제 민사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에 관한 교육은 필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 가운데 현재의 교과목에 누락된 것들이
있어 문제이다. 우선 민사소송을 다른 소송과 구별짓는 이념 및 원칙에 대하
여는 반드시 선행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당사자 변경” 및 “소송행
위 능력”은 실제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교과목에 추가함이
바람직하다. “증거”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에서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도 역시 종종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민사증거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판결에 따른 특허청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별도의 교과목으로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①

□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목표 민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자를 대상으로 심결취소소송
및 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 소송의 종류, 당사자 확정 등의 주요쟁점과 사
과정설명 례를 학습하는 과정
교육일정 2014. 3. 17. ~ 2014. 3. 19.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3일(교육시간 : 21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21
18
3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
18
18
∙ 정부 3.0의 이해
1
1
∙ 설문 및 수료
1
1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과정>
84)

2014

년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84) 앞의 책,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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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 교육이 필요한 과목의 누락
ㆍ 민사소송법의 쟁점은 거의 언제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소송경제” 사
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
러므로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민사소송법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
고 사례에 접근할 수 있다.

①

□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교육목표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학
및 습
과정설명
교육일정 2014. 6. 12. 〜 2014. 6. 13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6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교육내용
소계
16
14
2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1
1
∙ 민사소송법 주요 이슈 및 쟁점토론
14
14
∙ 설문 및 수료
1
1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85)

년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
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목표와 교과목 연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토론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는 심사관들이 자유롭게 적
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201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85) 앞의 책, 74면.
- 104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

타인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인 부정경쟁행위와
타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2014. 4. 17. 〜 2014. 4. 18.

특허청 공무원
2일(교육시간 : 14시간)
40명

교과목

계

소계

14

등록 및 입교
1
▪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8
∙ 법적 개념 및 의의
교육내용 ∙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교과목)
∙ 분쟁사례 및 법적 구제 등
▪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4
∙ 법적 개념 및 의의
∙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 기술유출 유형
∙ 영업비밀의 가치 평가
∙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법적 책임
▪ 설문 및 수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과정>

시간
이 실 기
론 습 타
12

▪

-

2
1

8

4

1

86)

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법령의 교육 부재
ㆍ 단일법으로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아닌 “부정경쟁방
지”와 “영업비밀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이해 제고가 교육목표라면, 교과목

①

86) 앞의 책, 75면.
- 105 -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산업상 중요한 관련 법률이 두 가지 더 존재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라 한다)”은 영업비밀보호법의 흠결을 보충하므로, 이의 교육이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최근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흠결을 보충하므로, 이의 교육 역시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87)

□

저작권법의 이해
교육목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저
및 작권 제도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과정설명 위한 교육과정
교육일정 2014. 5. 8. 〜 2014. 5. 9.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육기간 2일(교육시간 : 14시간)
교육인원 40명
시간
교과목
실 기
계 이
론 습 타
소계
14
12
2
1
1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 저작권 제도의 이해
12
12
(교과목)
∙ 저작물 및 저작자 개념
∙ 저작권의 발생 및 분류 등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설문 및 수료
1
1
<저작권법의 이해 과정>
88)

년 저작권법의 이해 과정 계획은 위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 지적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014

87)
88) 앞의 책,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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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과목 누락
ㆍ 저작권법은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독점과 저작물 이용확산 사이의 균형
에 그 의미가 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양자를 포괄하여 지식재산권이라
는 상위 개념을 형성하므로,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
작권법에서는 무방식주의와 상대적으로 긴 보호기간 때문에 독점과 이용 확
산 사이의 이러한 균형이 산업재산권에 비하여 더욱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집중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ㆍ 저작인접권 등은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
한 교육도 역시 필요하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교과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저작인접권을 다루는 교과목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ㆍ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특히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 신탁관
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가 있다. 특히 신탁관리단체의 경쟁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최근 더 큰 이슈를 낳고 있으므로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전문과정: 특허행정(직무)
이 과정은 행정목적과 교육수요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과정 또는 교과목 결정이 가능
하므로 되도록 현재의 계획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3가지 점
에 문제가 엿보이므로 그 부분만 지적하도록 하겠다.
첫째, “고객만족”이 2014년도 계획에서 폐지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으므
로, 이 과정을 2015년에 2013년 과정에 준하여 복원하도록 한다.
둘째,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14시간 동안 모든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다룰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한글(초급)은 앞으로 점점 더 과정 개설 자체에
의미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컴퓨터 사
용 환경에 익숙한 신세대들에게 “한글”은 기본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이미 오랫동안 사
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3년에 “한글(중급)”이 먼저 개설되었던 것은 이미
그 당시 초급과정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평가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

전문과정: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
교육대상 기술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수요와 정책의 문제이다. 모든 신기술을 다 교육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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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신기술 가운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획일적 답
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어떠한 신기술을 전문과정으로서의 심사관 신기술 교육
과정에 교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시장요구를 감안한 특허청 내부의 정책결정에 맡기
고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국제화 과정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국제화”의 개념에 따르면 국제화를 위한 준비교육은 다른 과정
에서도 모두 이루어지므로 “국제화”라는 목표가 본 과정을 특징짓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 과정”의 특징은 오히려 교수방법과 평가방식에 있다. 국제화 과정에 속한 교과
목은 ①영어강의로 진행되며, ②출석만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
다. 그런데 이는 극단적으로는 단 한 번의 영어활용 또는 과정참여도 하지 않은 자가 수료
자 타이틀을 딸 수도 있게 될 우려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피교육자 모두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교육내용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전문가인 심사관은 집단 내에서
동료에 의한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이를 압력으로 삼아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수강자 모두가 참여하는 역할극 등을 교과목 내용에
포함시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상” 과정의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
과정은 2013년 교육과정에 준하여 2015년 계획안에 되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반영한 구체적 교과목 변경안은 결론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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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선진국의 심사관 교육과정

1. 미국

가. 미국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1) 배경

미국 특허청은 심사관의 자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
술고시나 행정고시와 같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최소한의 조건만을 갖추면 일단 심사관으
로 응시할 수 있고, 합격 후 본격적인 교육 또는 훈련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일단 특허청에
고용된 신입직원의 전문성이나 기타 교육의 수준은 우리 특허청의 경우보다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자체교육을 통해서 심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지원자들이 갖춘 표면적인
자격들을 단기간에 심사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9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성
공적으로 마친 자들을 선발한다. 따라서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과정은 심사관으로 고용
되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과정을 그대로 한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과정에 적
용시킬 수는 없고, 적용방법이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특허청 심사관의 지
원자격이나 초기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본
다.
(2) 미국 특허청 심사관 선발과정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채용은 10주에 걸쳐 진행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1 ~ 2

주차 지원자격 여부에 관한 인사부서의 심사와 평가

이 기간은 지원마감일부터 시작되는데, 지원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지원자들이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다.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에서의 공학전공 여부, 미국 시민 또는 국민 여부, D.C. 지역에 거
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또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통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타 제출서류(성
적증명, 학위증 등)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한다.
ㅇ 3 ~ 8

주차 채용담당관의 지원서류심사, 면접 및 채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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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용결정’이란 단순히 지원자가 심사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을 갖추고 있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채용결정은 최종결정이 아니며, 좀
더 심층적인 배경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ㅇ 9~10

주차 임시채용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 및 최종 결정

(3)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 커리큘럼

배경
미국연방의회는 1993년에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을 도입하였는데, 이 법에 따르면 “연방정부기관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방
법을 개선하고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미국 특허청은 ‘좀 더 효과적인 업무계획, 예
산, 프로그램 평가, 재정적 신뢰도 등의 제고를 장려’한다는 GPRA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1995년에 150명 이상의 상급 및 중급 레벨의 특허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GPRA와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교육하였다. 그리고 특허청의 주요 사업영역을 특허,
상표, 지식재산공유 3개의 분야로 설정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위 세 분야의 심사관들의 성
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1996년 1사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3영역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9)

Ÿ

Ÿ

Ÿ

특허업무(patent business):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특허결정을 함으로써 발명자를 돕는 업무.
상표업무(trademark business): 출원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등록결정
을 하는 업무.
정보공유업무(information dissemination business): 신규 특허와 상표등록부 및 관련 자
료에 대한 접근과 복제본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공유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도록 돕고,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장려하는 업무.

미국특허청은 위와 같이 업무분야를 특허, 상표, 정보공유의 3가지로 나눈 후,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아래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특허청의 심사관 교육
과정을 그 성격과 함께 특허교육과정과 상표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90)

89) 마크 G. 포포비치/박수영 역,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 만들기」, 삼성경제연구소. 2000, 27면.
90)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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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교육과정

2) 2000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허 심사관(patent examiners)과 상표 심사관(trademark examining attorneys)들은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넓은 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특허청은 신규임용된 특허
및 상표심사관들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탄탄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초급
단계의 법률교육, 사무자동화 교육, 심사실무와 절차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사무자동화
교육은 모든 심사관이 필요에 따라 받고 있다.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은
등록심사업무의 운영과 연계하여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해당 기술분야 특유의 실무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성이 감지되면 그에 대응하여
개발되기도 한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최초 교육 및 실무와 절차 입문

(Patent Examiner Initial Training (PEIT) and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s)

절차교육 : 모든 1년차 이 과정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새로 채용된 특허심사관들에게 특
심사관의 필수과목
허심사절차와 실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특
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사
관은 선임자가 선행기술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에 공개된 발명
뿐 아니라 청구내용에 관하여 선임자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어야 한다.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필수과목으로서 실무와 절차에 관한 다음의
법률교육 : 모든 1년차 주제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심사관의 필수과목
Ÿ 출원의 형태와 출원요건
Ÿ 신규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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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명성 요건
Ÿ 유용성 요건
Ÿ 청구범위축소 실무
Ÿ 발명의 단일성
Ÿ 중복특허
Ÿ 특허결정과 등록
Ÿ 불복심판청구
Ÿ 신규성 요건
Ÿ 심사서류관리
Ÿ 출원에 필요한 서류
Ÿ 거절결정 이후의 절차
요건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ŸŸ 비자명성
유용성 요건
교육대상
Ÿ 특정 주제별 선행기술
Ÿ 청구범위감축실무
Ÿ 출원인 주장에 대한 대응
Ÿ 중복특허
Ÿ 재심사/재등록결정
법률교육 : 법률특강 매년 다양한 주제의 특강 제공
법률교육 : 법률과목 ŸŸ 특허법
증거법
Ÿ 생명공학
Ÿ 화학공학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Ÿ 기계공학
과가 주교육대상
Ÿ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Ÿ 광학, 반도체, 전기공학
Ÿ 통신공학
Ÿ 유기화학기초
Ÿ 스트리밍 디지털 비디오
Ÿ 케이블, MPEG, 이미징 입문
Ÿ DVD 테크놀로지
드라이브 운영
심사관 기술교육 : 자체 ŸŸ 디스크
PRML Read Channels
기술특강
Ÿ 3세대 셀룰러
Ÿ 디스플레이 시스템
Ÿ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특강
Ÿ 인공지능
Ÿ 컴퓨터공학
사무자동화 교육
Ÿ Introduction to Computer Skills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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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eyboarding Skills

Ÿ

Windows™ NT Overview

Ÿ

Windows™ NT Hands On

Ÿ

Computer Housekeeping

Ÿ

Microsoft® Outlook

Ÿ

Microsoft® Excel

Ÿ

Microsoft® Word I, II, III, IV

Ÿ

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ubsystem

Ÿ

US Classe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s and the
Concordance Online

Ÿ

Search Strategy Development Overview

Ÿ

Automated Searching for Design Examiners

Ÿ

Automated Searching for Shoe Searcher

Ÿ

Chemical Searching for Non-Chemists

Ÿ

Introduction to Sequence Searching

Ÿ

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 (EAST) - Search Strategy for
Chemical, Mechanical, Electrical, and Biotechnology Arts

Ÿ

Web-Based Examiner Search Tool (WEST) - Search Strategy for
Chemical, Mechanical, Electrical, and Biotechnology Arts

③

Ÿ

Search Strategy for the Biotechnology Arts

Ÿ

WEST for EAST Searchers/ EAST for WEST Searchers

Ÿ

Understanding and Locating Foreign Patents

Ÿ

Commercial Databases and Web Resources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상표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Trademark Organization Training and
Learning. TOTAL)은 상표심사관에게 연방상표법, 심사절차 및 자동검색도구에 관하여 기본
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이 과정은 신규채용된 상표심사관에게 연방상표법의 기본적 지식, 심사절차와 자동화된
검색도구를 교육한다. 강의 기타 교육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Ÿ
Ÿ

상표법 개론
연방상표법 제2조 2(d) 하에서의 거절결정 (혼동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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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ㅇ

연방상표법 제2조 (e)(1)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술표장/수요자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2)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표시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3)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관련 수요자 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4) 하에서의 거절결정 (흔한 성만으로 구성된 표장)
사용의도 출원의 요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의 결정 실무
법률문서작성
도면요건
출원기본요건
선택사항실무-제2조 (f)와 보조등록
포기요건
입증실무
연방상표법 제2조 2(a), (b), (c) 하에서의 거절결정
사무자동화 교육
과 출원

Ÿ

PTOnet System

Ÿ

X-Search Automated Trademark Search System

년의 교육과정

3) 2001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넓
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2001년도의 교육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법률교육: 유용성 기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현재의
이슈에 관하여 법률특강과 함께 새로운 규정변화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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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사무자동화 교육: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모든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술분야별 법률 및 기술교육: 등록심사업무의 운영과 연계하여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해당 기술분야 특유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교육과정의 운영
에 있어서 필요성이 감지되면 그에 대응하여 개발되기도 한다.

미국 특허청의 교육담당직원은 특허청의 각 영업단위와 일대일로 일하는데, 그 단위에 특
유한 훈련상의 필요를 다루며, 그 부서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에 자문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각 영업단위 특유의 사정에 맞는 맞
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검토 및 평가되는데, 그 목적은
교육과정이 낙후됨이 없이 항상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업내용에 관련 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년도의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은 출원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기술교육에 있어서 유·무선통신기술에 관한 교과목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1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최초 교육 및 실무와 절차 입문

(Patent Examiner Initial Training (PEIT) and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s)

절차교육 : 모든 1년차 이 과정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새로 채용된 특허심사관들에게 특허
심사관의 필수과목 심사절차와 실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특허출
원을 성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사관은
선임자가 선행기술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에 공개된 발명 뿐 아
니라 청구내용에 관하여 선임자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
다.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필수과목으로서 실무와 절차에 관한 다음의 주
제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법률교육 :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Ÿ
Ÿ
Ÿ
Ÿ
Ÿ

출원의 형태와 출원요건
신규성 요건
비자명성 요건
유용성 요건
청구범위축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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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단일성
Ÿ 중복특허
Ÿ 특허결정과 등록
Ÿ 불복심판청구
Ÿ 신규성 요건
Ÿ 심사서류관리
Ÿ 출원에 필요한 서류
Ÿ 거절결정 이후의 절차
요건
법률교육: 심사과가 주 ŸŸ 비자명성
유용성 요건
교육대상
Ÿ 특정 주제별 선행기술
Ÿ 청구범위감축실무
Ÿ 출원인 주장에 대한 대응
Ÿ 중복특허
Ÿ 재심사/재등록결정
법률교육 : 법률특강 매년 다양한 주제의 특강 제공
법률교육 : 법률과목 ŸŸ 특허법
증거법
Ÿ 생명공학
Ÿ 화학공학
심사관 기술교육: 심사 Ÿ 기계공학
과가 주교육대상
Ÿ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Ÿ 광학, 반도체, 전기공학
Ÿ 통신공학
Ÿ

Ÿ

TCP/IP

Ÿ

3G

Ÿ
Ÿ

심사관 기술교육: 자체
기술특강

Ÿ
Ÿ
Ÿ
Ÿ
Ÿ
Ÿ
Ÿ
Ÿ

사무자동화 교육

무선이동통신
RF/Wireless 공학
DVD 테크놀로지
디스크 드라이브 운영
메모리 기술
3세대 셀룰러
디스플레이 시스템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특강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Introduction to Computer Skills

Ÿ

Keyboarding Skills

Ÿ

Windows™ NT Overview

Ÿ

Windows™ NT Hand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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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omputer Housekeeping

Ÿ

Microsoft® Outlook

Ÿ

Microsoft® Excel

Ÿ

Microsoft® Word I, II, III, IV

Ÿ

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ubsystem

Ÿ

US Classe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s and the
Concordance Online

Ÿ

Search Strategy Development Overview

Ÿ

Automated Searching for Design Examiners

Ÿ

Automated Searching for Shoe Searcher

Ÿ

Chemical Searching for Non-Chemists

Ÿ

Introduction to Sequence Searching

Ÿ

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 (EAST) - Search Strategy for
Chemical, Mechanical, Electrical, and Biotechnology Arts

Ÿ

Web-Based Examiner Search Tool (WEST) - Search Strategy for
Chemical, Mechanical, Electrical, and Biotechnology Arts

③

Ÿ

Search Strategy for the Biotechnology Arts

Ÿ

WEST for EAST Searchers/ EAST for WEST Searchers

Ÿ

Understanding and Locating Foreign Patents

Ÿ

Commercial Databases and Web Resources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상표심사관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에는, 법률교육에 있어서 상표심사매뉴얼
의 교육이 추가되었다.
ㅇ

법률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이 과정은 신규채용된 상표심사관에게 연방상표법의 기본적 지식, 심사절차와 자동화된
검색도구를 교육한다. 강의 기타 교육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Ÿ
Ÿ
Ÿ
Ÿ
Ÿ
Ÿ

상표법 개론
연방상표법 제2조 2(d) 하에서의 거절결정 (혼동가능성)
연방상표법 제2조 (e)(1)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술표장/수요자기만표장)
상표심사절차에 관한 매뉴얼
연방상표법 제2조 (e)(2)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표시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3)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관련 수요자 기만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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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ㅇ

연방상표법 제2조 (e)(4) 하에서의 거절결정 (흔한 성만으로 구성된 표장)
사용의도 출원의 요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의 결정 실무
법률문서작성
도면, 견본 및 사용에 근거한 거절결정
출원기본요건
선택사항실무-제2조 (f)와 보조등록
포기요건
입증실무
연방상표법 제2조 2(a), (b), (c) 하에서의 거절결정

사무자동화 교육
과 출원

Ÿ

PTOnet System

Ÿ

X-Search Automated Trademark Search System

년의 교육과정

4) 2002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2002년도의 교육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Ÿ
Ÿ

법률교육: 유용성 기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현재의
이슈에 관하여 법률특강과 함께 새로운 규정변화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사무자동화 교육: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모든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술분야별 법률 및 기술교육: 등록심사업무의 운영과 연계하여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해당 기술분야 특유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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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필요성이 감지되면 그에 대응하여 개발되기도 한다.
년도에는 특히 상표심사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 인터넷의 자원을 이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상표심사국은 웹사이트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관
리할 수 있는 교육관리자원 패키지 판매자로부터 웹사이트 시스템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
험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변종과 신품종 명칭에 대한 거절결정”이라는 시험 교과목은
자원한 100명의 상표심사관에게 공개되었으며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험교과목
이 성공함에 따라 상표심사국은 위의 웹사이트를 1년간 임차하였다. 2003년에도 추가적으로
교과목들을 설계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2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은 전년도와 유사하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최초 교육 및 실무와 절차 입문
(Patent Examiner Initial Training (PEIT) and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s)

절차교육: 모든 1년차 이 과정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새로 채용된 특허심사관들에게 특허
심사관의 필수과목 심사절차와 실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특허출
원을 성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사관은 선
임자가 선행기술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에 공개된 발명 뿐 아니
라 청구내용에 관하여 선임자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필수과목으로서 실무와 절차에 관한 다음의 주
제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Ÿ

법률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Ÿ
Ÿ
Ÿ
Ÿ
Ÿ
Ÿ
Ÿ

법률교육 : 심사과가

Ÿ
Ÿ

출원의 형태와 출원요건
신규성 요건
비자명성 요건
유용성 요건
청구범위축소 실무
발명의 단일성
중복특허
특허결정과 등록
불복심판청구
신규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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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류관리
Ÿ 출원에 필요한 서류
Ÿ 거절결정 이후의 절차
Ÿ 비자명성 요건
Ÿ 유용성 요건
주교육대상
Ÿ 특정 주제별 선행기술
Ÿ 청구범위감축실무
Ÿ 출원인 주장에 대한 대응
Ÿ 중복특허
Ÿ 재심사/재등록결정
법률교육 : 법률특강 매년 다양한 주제의 특강 제공
법률교육 : 법률과목 ŸŸ 특허법
증거법
Ÿ 생명공학
Ÿ 화학공학
심사관 기술교육: 심 Ÿ 기계공학
사과가 주교육대상 Ÿ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Ÿ 광학, 반도체, 전기공학
Ÿ 통신공학
Ÿ

Ÿ

TCP/IP

Ÿ

3G

Ÿ
Ÿ

심사관 기술교육: 자
체기술특강

Ÿ
Ÿ
Ÿ
Ÿ
Ÿ
Ÿ
Ÿ
Ÿ

사무자동화 교육

무선이동통신
RF/Wireless 공학
DVD 테크놀로지
디스크 드라이브 운영
메모리 기술
3세대 셀룰러
디스플레이 시스템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특강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Introduction to Computer Skills

Ÿ

Keyboarding Skills

Ÿ

Windows™ NT Overview

Ÿ

Windows™ NT Hands On

Ÿ

Computer Housekeeping

Ÿ

Microsoft® Outlook

Ÿ

Microsoft® Excel

Ÿ

Microsoft® Word I, II, III, IV

Ÿ

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ub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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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S Classe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s and the
Concordance Online

Ÿ

Search Strategy Development Overview

Ÿ

Automated Searching for Design Examiners

Ÿ

Automated Searching for Shoe Searcher

Ÿ

Chemical Searching for Non-Chemists

Ÿ

Introduction to Sequence Searching

Ÿ

Examiner's Automated Search Tool (EAST) - Search Strategy for
Chemical, Mechanical, Electrical, and Biotechnology Arts

Ÿ

Web-Based Examiner Search Tool (WEST) - Search Strategy for
Chemical, Mechanical, Electrical, and Biotechnology Arts

③

Search Strategy for the Biotechnology Arts

Ÿ

WEST for EAST Searchers/ EAST for WEST Searchers

Ÿ

Understanding and Locating Foreign Patents

Ÿ

Commercial Databases and Web Resources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2002

ㅇ

Ÿ

년도 미국 특허청의 상표심사관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률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이 과정은 신규채용된 상표심사관에게 연방상표법의 기본적 지식, 심사절차와 자동화된
검색도구를 교육한다. 강의 기타 교육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상표법 개론
연방상표법 제2조 2(d) 하에서의 거절결정 (혼동가능성)
연방상표법 제2조 (e)(1)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술표장/수요자기만표장)
상표심사절차에 관한 매뉴얼
연방상표법 제2조 (e)(2)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표시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3)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관련 수요자 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4) 하에서의 거절결정 (흔한 성만으로 구성된 표장)
사용의도 출원의 요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의 결정 실무
법률문서작성
도면, 견본 및 사용에 근거한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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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ㅇ

출원기본요건
선택사항실무-제2조 (f)와 보조등록
포기요건
입증실무
연방상표법 제2조 2(a), (b), (c) 하에서의 거절결정

사무자동화 교육
과 출원

Ÿ

PTOnet System

Ÿ

X-Search Automated Trademark Search System

년의 교육과정

5) 2003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교육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Ÿ
Ÿ

법률교육: 유용성 기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현재의
이슈에 관하여 법률특강과 함께 새로운 규정변화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사무자동화 교육: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모든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술분야별 법률 및 기술교육: 등록심사업무의 운영과 연계하여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해당 기술분야 특유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교육과정의 운영
에 있어서 필요성이 감지되면 그에 대응하여 개발되기도 한다.

년도에는 상표교육과 관련하여, 품질평가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상표심사관
들을 위한 온라인 이러닝 교재의 내용을 준비하였다.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이러닝 모듈이
개발되었다: ①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모욕적인 상표의 적절한 처리방법, ② 식별력이 약
하거나 희석화된 상표의 혼동가능성, ③ 지정상품/서비스 변경 확인의 범위. 앞으로 상표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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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련 이슈에 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함으로써 중간검토를 통한 심사품질의 향상이라는
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교육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특허심사관을 대상으
로 하는 기술교육에 있어서 화학공학과 기계공학 교육이 교과목에서 삭제되었다. 2003년도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과 변화는 사무자동화 교육 분야에서 나타났다. 미국 특허청은
2003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에 있어서 파일포대는 종이포대(paper file wrapper) 형식에서
전자포대(image file wrapper. IFW)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사무자동화 교
육과정도 기존과 달리 ‘전자포대 과정’과 ‘非전자포대 과정’으로 구분되었으며, 기존의
사무자동화 교육과정 중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에 관한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다. 구체적인 교
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최초 교육 및 실무와 절차 입문
(Patent Examiner Initial Training (PEIT) and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s)

절차교육 : 모든 1년차 이 과정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새로 채용된 특허심사관들에게 특
심사관의 필수과목
허심사절차와 실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특
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사
관은 선임자가 선행기술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에 공개된 발명
뿐 아니라 청구내용에 관하여 선임자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어야 한다.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필수과목으로서 실무와 절차에 관한 다음의
주제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Ÿ

법률교육 :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Ÿ
Ÿ
Ÿ
Ÿ
Ÿ
Ÿ
Ÿ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Ÿ
Ÿ

출원의 형태와 출원요건
신규성 요건
비자명성 요건
유용성 요건
청구범위축소 실무
발명의 단일성
중복특허
특허결정과 등록
불복심판청구
신규성 요건
- 123 -

심사서류관리
Ÿ 출원에 필요한 서류
Ÿ 거절결정 이후의 절차
Ÿ 비자명성 요건
Ÿ 유용성 요건
교육대상
Ÿ 특정 주제별 선행기술
Ÿ 청구범위감축실무
Ÿ 출원인 주장에 대한 대응
Ÿ 중복특허
Ÿ 재심사/재등록결정
법률교육 : 법률특강 매년 다양한 주제의 특강 제공
법률교육 : 법률과목 Ÿ 특허법과 증거법
Ÿ 생명공학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Ÿ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과가 주교육대상
Ÿ 광학, 반도체, 전기공학
Ÿ 통신공학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 Ÿ 물리학을 위한 수학방법론
육과정
전자포대과정 IFW Classes
Ÿ

Ÿ
Ÿ
Ÿ
Ÿ
Ÿ

심사관을 위한 IFW (eDAN)
기술보조직원을 위한 IFW (MADRAS)
조정위원회를 위한 IFW
특허심사 감독관을 위한 IFW
IFW 재교육 과정

비전자포대과정 Non-IFW Classes
사무자동화 교육

Ÿ

분류데이터시스템 컴퓨터 교육

Ÿ

ChemDraw

Ÿ

심사관 자동검색시스템 (Examiner Automated Search System. EAST)
1.3: New Features

Ÿ
Ÿ

EAST and Bibliographic Retrieval System: The Fundamentals

거절이유통지시스템 (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ystem. OACS)
1.3: New Features

Ÿ
Ÿ
Ÿ

기초
타자가 필요 없는 OACS
OACS: 개인서식작성
O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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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화학전공자를 위한 화학분야검색
심사관을 위한 웹기반의 검색도구 (Web-Based
Tool. West) 재교육 과정

Ÿ

Microsoft® PowerPoint

Ÿ

Microsoft® Outlook

Ÿ

PALMExpo Overview

Ÿ

非

Examiner Search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TC-Focused Classes
Ÿ
Ÿ
Ÿ
Ÿ
Ÿ
Ÿ

③

데이터베이스
EAST: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자동검색
EAST와 광학 캐릭터 인식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OACS 기초
특정 기술분야의 非특허문헌 (Non-Patent Literature. NPL) 웹자료
비밀준수와 보안 검토
EAST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상표심사관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이 과정은 신규채용된 상표심사관에게 연방상표법의 기본적 지식, 심사절차와 자동화된
검색도구를 교육한다. 강의 기타 교육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상표법 개론
연방상표법 제2조 2(d) 하에서의 거절결정 (혼동가능성)
연방상표법 제2조 (e)(1)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술표장/수요자기만표장)
상표심사절차에 관한 매뉴얼
연방상표법 제2조 (e)(2)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표시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3)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관련 수요자 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4) 하에서의 거절결정 (흔한 성만으로 구성된 표장)
사용의도 출원의 요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의 결정 실무
법률문서작성
도면, 견본 및 사용에 근거한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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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ㅇ

출원기본요건
선택사항실무-제2조 (f)와 보조등록
포기요건
입증실무
연방상표법 제2조 2(a), (b), (c) 하에서의 거절결정

사무자동화 교육
과 출원

Ÿ

PTOnet System

Ÿ

X-Search Automated Trademark Search System

년의 교육과정

6) 2004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교육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Ÿ
Ÿ

법률교육: 유용성 기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현재의
이슈에 관하여 법률특강과 함께 새로운 규정변화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사무자동화 교육: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모든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술분야별 법률 및 기술교육: 등록심사업무의 운영과 연계하여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해당 기술분야 특유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교육과정의 운영
에 있어서 필요성이 감지되면 그에 대응하여 개발되기도 한다.

년도 상표분야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품질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표심사관의 이러닝 교육을 위한 교재에 활용하였다. 위와 같이 개발된 이러닝 모듈의 예
는 다음과 같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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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ection 2(d) - Likelihood of Confusion - Weak and Diluted Marks (released)

Ÿ

Section 2(a): Scandalous and Disparaging Marks (released)

Ÿ

Amendments to Goods and Services - Are They Within The Scope? (released)

Ÿ

Section 2(d) - Likelihood of Confusion - Relatedness of Goods and Services: A
General Framework (completed, not released)

Ÿ

Section 2(d) - Likelihood of Confusion - Relatedness of Goods and Services:
Evidence (completed, not released)

Ÿ

Section 2(d) - Likelihood of Confusion - Relatedness of Goods and Services: Food
and Beverages Goods and Services (completed, not released)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심사관련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장래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심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특허청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률교육에 있어
서 출원의 형태와 출원요건에 관한 과목이 삭제되었다. 또한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군이 커리큘럼에 등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이 좀 더 대학의 교육과정과 같이
정규화 되고, 심사과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사무자동화 과정이 이
제는 신규채용된 심사관의 필수과목이 되었다. 그리고 경력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정에 부서관리를 위한 과목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최초 교육 및 실무와 절차 입문
(Patent Examiner Initial Training (PEIT) and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s)

절차교육 : 모든 1년차 이 과정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새로 채용된 특허심사관들에게 특
심사관의 필수과목
허심사절차와 실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특
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사
관은 선임자가 선행기술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에 공개된 발명
뿐 아니라 청구내용에 관하여 선임자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어야 한다.
1년차 심사관에게는 필수과목으로서 실무와 절차에 관한 다음의
법률교육 : 모든 1년차 모든
주제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심사관의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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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요건
Ÿ 비자명성 요건
Ÿ 유용성 요건
Ÿ 청구범위축소 실무
Ÿ 발명의 단일성
Ÿ 중복특허
Ÿ 특허결정과 등록
Ÿ 불복심판청구
모든 심사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심사과의 직원이 강의하
고 일부 강의는 심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Ÿ

재교육

Ÿ

특허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최근 판결 검
토
Ÿ 청구항 해석
Ÿ 최근 개정 법규 업데이트
심사관 수준의 교육이며 심사과 직원이 강의하고, 일부과목은 심사과에
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교육대상

Ÿ

101

Ÿ

102/103

교육

교육
Ÿ 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법률교육 : 법률과목 Ÿ 특허법과 증거법
Ÿ 생명공학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Ÿ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과가 주교육대상
Ÿ 광학, 반도체, 전기공학
Ÿ 통신공학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 Ÿ 물리학을 위한 수학방법론
육과정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사무자동화 기초강의가 필수과목이다.

사무자동화 교육

전자포대과정 IFW Classes
Ÿ 심사관을 위한 IFW (eDAN)
Ÿ 기술보조직원을 위한 IFW (MADRAS)
Ÿ 조정위원회를 위한 IFW
Ÿ 특허심사 감독관을 위한 IFW
Ÿ IFW 재교육 과정
비전자포대과정 Non-IFW Classes
Ÿ 분류데이터시스템 컴퓨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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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ChemDraw

심사관 자동검색시스템 (Examiner Automated Search System. EAST)
1.3: New Features

Ÿ
Ÿ

EAST and Bibliographic Retrieval System: The Fundamentals

거절이유통지시스템 (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ystem. OACS)
1.3: New Features

Ÿ
Ÿ
Ÿ
Ÿ
Ÿ

경영교육
③

기초
타자가 필요 없는 OACS
OACS: 개인서식작성
非화학전공자를 위한 화학분야검색
심사관을 위한 웹기반의 검색도구 (Web-Based
Tool. West) 재교육 과정
OACS

Ÿ

Microsoft® PowerPoint

Ÿ

Microsoft® Outlook

Ÿ

PALMExpo Overview

Examiner Search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TC-Focused Classes
Ÿ EAST 데이터베이스
Ÿ EAST: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자동검색
Ÿ EAST와 광학 캐릭터 인식
Ÿ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OACS 기초
Ÿ 특정 기술분야의 非특허문헌 (Non-Patent Literature. NPL) 웹자료
Ÿ 비밀준수와 보안 검토
Ÿ 사안의 검토
Ÿ 하급 심사관의 지도
Ÿ 고용관련 주제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상표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은 특히 1년차 심사관에 대하여 크게 강화되
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이 과정은 신규채용된 상표심사관에게 연방상표법의 기본적 지식, 심사절차와 자동화된 검
색도구를 교육한다. 강의 기타 교육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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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상표법 개론
연방상표법 제2조 (d 하에서의 거절결정 (혼동가능성)
연방상표법 제2조 (e)(1)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술표장/수요자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2)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표시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3)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관련 수요자 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4) 하에서의 거절결정 (흔한 성만으로 구성된 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5)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능확보에 불가결한 표장)
사용의도 출원의 요건
사용에 근거한 출원의 요건
견본과 사용에 근거한 거절결정
연방상표법 제44조에 의한 출원요건
연방상표법 제66조 (a)에 의한 출원요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의 결정 실무
법률문서작성
도면요건
선택사항실무-제2조 (f)와 보조등록
포기요건
입증실무
연방상표법 제2조 2(a), (b), (c) 하에서의 거절결정
마드리드 의정서 실무
특허심판원에서의 결정계 심판실무 (Ex Parte Appeal Practice Before 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ㅇ

사무자동화 교육
과 출원

Ÿ

PTOnet System

Ÿ

X-Search Automated Trademark Search System

년의 교육과정

7) 2005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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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교육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Ÿ

Ÿ
Ÿ

법률교육: 유용성 기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현재의
이슈에 관하여 법률특강과 함께 새로운 규정변화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사무자동화 교육: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모든 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술분야별 법률 및 기술교육: 등록심사업무의 운영과 연계하여 받고 있다. 이러한
특별교육은 해당 기술분야 특유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교육과정의 운영
에 있어서 필요성이 감지되면 그에 대응하여 개발되기도 한다.

년에도 상표분야의 교육과정에서는 2004년에 이어 교육품질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데
이터를 분석하여 상표심사관의 이러닝 교육을 위한 교재에 활용하였다. 위와 같이 개발된
이러닝 모듈의 예는 다음과 같다:
2005

Ÿ
Ÿ
Ÿ
Ÿ
Ÿ
Ÿ

혼동가능성 – 식별력이 약하거나 희석화된 상표 (공개)
Section 2(a):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모욕적인 상표 (공개)
지정상품/서비스의 변경 – 같은 범위 내의 변경인가? (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일반론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입증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식음료 상품/서비스 (완성, 미
공개)
Section 2(d) -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심사관련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장래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심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특허청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2005년도에 특허분야에서는 위의 데이터의 수집과 검토결과를 개별 심사관들이 알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함으로써 심사기법과 심사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군의 커리큘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과 심사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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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최초 교육 및 실무와 절차 입문
Patent Examiner Initial Training (PEIT) and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s

절차교육 : 모든 1년차 이 과정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새로 채용된 특허심사관들에게 특
심사관의 필수과목
허심사절차와 실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특
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사
관은 선임자가 선행기술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에 공개된 발명
뿐 아니라 청구내용에 관하여 선임자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어야 한다.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필수과목으로서 실무와 절차에 관한 다음의
주제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신규성 요건
요건
법률교육 : 모든 1년차 ŸŸ 비자명성
유용성 요건
심사관의 필수과목
Ÿ 청구범위축소 실무
Ÿ 발명의 단일성
Ÿ 중복특허
Ÿ 특허결정과 등록
Ÿ 불복심판청구
모든 심사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심사과의 직원이 강의하
고 일부 강의는 심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Ÿ

특허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최근 판결 검
토
재교육
Ÿ 청구항 해석
Ÿ 최근 개정 법규 업데이트
Ÿ 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특허법원의 판
결: 과거의 주요판결
Ÿ 규정의 변경: 전략적인 규정변경을 위한 패키지
Ÿ 검색전략
심사관 수준의 교육이며 심사과 직원이 강의하고, 일부과목은 심사과에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교육대상
Ÿ 101 교육
Ÿ 102/103 교육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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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법률교육 : 법률과목 Ÿ 특허법과 증거법
Ÿ 생명공학
Ÿ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Ÿ 광학, 반도체, 전기공학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ŸŸ 통신공학
서비스 지향적 아키텍처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과가 주교육대상
Ÿ 지식관리
Ÿ 현대프로세서디자인
Ÿ 모바일 인터넷의 이해
Ÿ 최신 무선기술의 이해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 Ÿ 물리학을 위한 수학방법론
육과정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사무자동화 기초강의가 필수과목이다.
Ÿ

전자포대과정 IFW Classes
Ÿ 심사관을 위한 IFW (eDAN)
Ÿ 기술보조직원을 위한 IFW (MADRAS)
Ÿ 조정위원회를 위한 IFW
Ÿ 특허심사 감독관을 위한 IFW
Ÿ IFW 재교육 과정
비전자포대과정 Non-IFW Classes
Ÿ 분류데이터시스템 컴퓨터 교육
사무자동화 교육

Ÿ
Ÿ

ChemDraw

심사관 자동검색시스템 (Examiner Automated Search System. EAST)
1.3: New Features

Ÿ
Ÿ

EAST and Bibliographic Retrieval System: The Fundamentals

거절이유통지시스템 (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ystem. OACS)
1.3: New Features

Ÿ
Ÿ
Ÿ
Ÿ
Ÿ

기초
타자가 필요 없는 OACS
OACS: 개인서식작성
非화학전공자를 위한 화학분야검색
심사관을 위한 웹기반의 검색도구 (Web-Based
Tool. West) 재교육 과정
OACS

Ÿ

Microsoft® PowerPoint

Ÿ

Microsof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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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r Search

Ÿ

경영교육
③

PALMExpo Overview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TC-Focused Classes
Ÿ EAST 데이터베이스
Ÿ EAST: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자동검색
Ÿ EAST와 광학 캐릭터 인식
Ÿ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OACS 기초
Ÿ 특정 기술분야의 非특허문헌 (Non-Patent Literature. NPL) 웹자료
Ÿ 비밀준수와 보안 검토
Ÿ 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Ÿ 기능식 청구항 (35 USC §112)
Ÿ 사안의 검토
Ÿ 하급 심사관의 지도
Ÿ 고용관련 주제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상표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은 특히 1년차 심사관에 대하여 크게 강화되
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이 과정은 신규채용된 상표심사관에게 연방상표법의 기본적 지식, 심사절차와 자동화된
검색도구를 교육한다. 강의 기타 교육활동은 다음의 주제를 다룬다: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상표법 개론
연방상표법 제2조 (d 하에서의 거절결정 (혼동가능성)
연방상표법 제2조 (e)(1)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술표장/수요자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2)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표시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3) 하에서의 거절결정 (산지관련 수요자 기만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4) 하에서의 거절결정 (흔한 성만으로 구성된 표장)
연방상표법 제2조 (e)(5) 하에서의 거절결정 (기능확보에 불가결한 표장)
사용의도 출원의 요건
사용에 근거한 출원의 요건
견본과 사용에 근거한 거절결정
연방상표법 제44조에 의한 출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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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연방상표법 제66조 (a)에 의한 출원요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의 결정 실무
법률문서작성
도면요건
선택사항실무-제2조 (f)와 보조등록
포기요건
입증실무
연방상표법 제2조 2(a), (b), (c) 하에서의 거절결정
법률정보조사
특허심판원에서의 결정계 심판실무 (Ex Parte Appeal Practice Before the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ㅇ

사무자동화 교육
과 출원

Ÿ

PTOnet System

Ÿ

X-Search Automated Trademark Search System

Ÿ

First Action System for Trademarks

년의 교육과정

8) 2006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한편, 2006년도는 미국 특허청의 교육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시기이다. 미국 특허청
은 2006년에 좀 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허연수원(USPTO Patent
Training Academy)을 설립하였다. 심사관에 대한 교육 교과목 자체가 크게 변화한 것은 아
니지만, 상당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채용된 심사관
들이 처음에 받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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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법령, 규칙, 절차 등의 포괄적인 내용
특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는 특허의 전개과정
가장 최신의 특허 검색과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을 포함한 자동화 도구들의 사용방법
해당 심사관이 심사할 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한 지식
스트레스 조절법, 예산 작성, 시간관리 등 직장생활에 있어서 알아야 할 인간적, 행정
적 업무능력

새로 채용된 심사관 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Ÿ

와 특허심사실습을 포함하는 2단계 교육이 12개월 동안 계속된다.
대형강의의 경우 각 클래스는 최대 130명이 수강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소형강의의 경우 각 기술분야별로 16명이 한 클래스를 구성하며, 상임 교육자의 훈련
을 받는다.
교육대상자들은 ‘개인별 맞춤계획(Individual Development Plans. IDPs)’에 따라 학
습과 직무목표를 결정한다.
교육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디지털 형태로 된 교육자료 전체
- 경험이 많은 심사관으로부터의 조력
- 자동화 시스템으로부터의 조력
- 도서관/검색 조력
- 매일 계속되는 강의와 기타 활동
교육과정기간동안에는 휴가가 제한될 수 있다.
lab exercise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과정은 ISO-9001의 인증을 받았으며, 새로 채용된 심사관들에
게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심사관들은 위의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법률, 기술, 자동화시스템 기타 직업적인 훈련을 계속적
으로 받는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군의 커리큘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과 심사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다. 또한 기술보조원 및 행정요원도 교육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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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최초 교육 및 실무와 절차 입문
(Patent Examiner Initial Training (PEIT) and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s)

절차교육 : 모든 1년차 이 과정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새로 채용된 특허심사관들에게 특
심사관의 필수과목
허심사절차와 실무에 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특
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사
관은 선임자가 선행기술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출원서에 공개된 발명
뿐 아니라 청구내용에 관하여 선임자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어야 한다.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필수과목으로서 실무와 절차에 관한 다음의
주제를 포함하는 강의가 제공된다:
신규성 요건
Ÿ 비자명성 요건
Ÿ 유용성 요건
Ÿ 청구범위축소 실무
Ÿ 발명의 단일성
Ÿ 중복특허
Ÿ 특허결정과 등록
Ÿ 불복심판청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6년에 미국특허청은 신규채용된 심사관들
에 대하여 예전보다 향상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교육대
상자들은 8개월동안 계속하여 마치 대학과 같은 스타일의 교육관경에
서 교육을 받는다. 최대 128명의 심사관들이 1년 중 특정 시기에 대형
강의부터 시작한다. 대형강의 이후에는 심사관들을 16명의 소규모 랩단
위로 나누어 그룹별로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심사관들은 튜터,
도서관과 검색보조, 자동화 가이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와 같은 강의나 랩 교육 이외에, 심사관들은 실제 출원상황에서 심사를
하며 실무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과정은 신규심사관이 직무능력뿐 아니
라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의욕적인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을 제공한다.
Ÿ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
트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
한다.
Ÿ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Ÿ

법률교육 :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새로운 미국 특허연수
원 : 모든 1년차 심사관
의 필수과목

특허연수원: 법률 및 심
사절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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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특허연수원: 사무자동화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
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Ÿ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적 간의 균형,
특허연수원: 직장생활교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육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연수원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포함한다.
Ÿ

자기계발계획의 작성
특허연수원: 직능계발 Ÿ 현재 이용가능한 교육과정
Ÿ 직능개발
Ÿ 의사소통기법: 간결한 글쓰기, 경청의 요령, 효과적인 의사전달, 고
객서비스기법, 격지간 의사소통, 팀빌딩 등
Ÿ 특정 분야의 특허출원심사 입문
분야의 기술의 현황
특허연수원: 기술 기초 ŸŸ 특정
기술 분야의 글쓰기
Ÿ 현재의 기술 분야의 쟁점
모든 심사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심사과의 직원이 강의하
고 일부 강의는 심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재교육
Ÿ 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특허법원의 판
결: 과거의 주요판결
Ÿ 최근 사무자동화 도구 완성
심사관 수준의 교육이며 심사과 직원이 강의하고, 일부과목은 심사과에
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Ÿ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교육대상

교육

Ÿ

101

Ÿ

102/103

교육
Ÿ 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Ÿ 특허법과 증거법
Ÿ 자율적인 법률 스터디 프로그램
Ÿ 생명공학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ŸŸ 컴퓨터
반도체
과가 주교육대상
Ÿ 통신공학
Ÿ 지식관리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 Ÿ 물리학을 위한 수학방법론
육과정
사무자동화 교육
모든 1년차 심사관에게는 사무자동화 기초강의가 필수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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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포대과정 IFW Classes
Ÿ 심사관을 위한 IFW (eDAN)
Ÿ 기술보조직원을 위한 IFW (MADRAS)
Ÿ 조정위원회를 위한 IFW
Ÿ 특허심사 감독관을 위한 IFW
Ÿ IFW 재교육 과정
비전자포대과정 Non-IFW Classes
Ÿ 분류데이터시스템 컴퓨터 교육
Ÿ
Ÿ

ChemDraw

심사관 자동검색시스템 (Examiner Automated Search System. EAST)
1.3: New Features

Ÿ
Ÿ

EAST and Bibliographic Retrieval System: The Fundamentals

거절이유통지시스템 (Office Action Correspondence System. OACS)
1.3: New Features

Ÿ
Ÿ
Ÿ
Ÿ
Ÿ

기초
타자가 필요 없는 OACS
OACS: 개인서식작성
非화학전공자를 위한 화학분야검색
심사관을 위한 웹기반의 검색도구 (Web-Based
Tool. West) 재교육 과정
OACS

Ÿ

Microsoft® PowerPoint

Ÿ

Microsoft® Outlook

Ÿ

PALMExpo Overview

Examiner Search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TC-Focused Classes
Ÿ EAST 데이터베이스
Ÿ EAST: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자동검색
Ÿ EAST와 광학 캐릭터 인식
Ÿ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OACS 기초
Ÿ 특정 기술분야의 非특허문헌 (Non-Patent Literature. NPL) 웹자료
Ÿ 비밀준수와 보안 검토
Ÿ 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Ÿ 기능식 청구항 (35 USC §112)
Ÿ 연방특허법원의 최근 판결 검토
경영교육
Ÿ 경영기법 워크숍
기술보조원 및 행정요 2006년에 미국특허청은 모든 특허기술보조원과 행정요원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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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무료 컴퓨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
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특허심사과정에서 IT기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
의 증진을 위해서 일련의 강의도 제공하였다.
2000

원 교육
③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06년에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사용자 동시출원

Ÿ

Section 2(d) -

Ÿ
Ÿ
Ÿ
Ÿ
Ÿ

Ÿ
Ÿ

혼동가능성 – 식별력이 약하거나 희석화된 상표 (공개)
Section 2(a):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모욕적인 상표 (공개)
지정상품/서비스의 변경 – 같은 범위 내의 변경인가? (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일반론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입증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식음료 상품/서비스 (완성, 미
공개)
변종과 신품종 명칭
심판원

또한 아래의 심사요령도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Ÿ
Ÿ
Ÿ
Ÿ
Ÿ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표장의 등록동의
상표전자출원시스템
일반명칭 또는 기술표장과 결합된 “Your”를 포함하는 표장
선등록 주장
“official”이 기술표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
외국 변리사와 변호사
문자상표
년의 교육과정

9) 2007
①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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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2006년도에 특허연수원이 설립된 이후, 교육과정은 더욱 다양화 되었고, 특히 사무자동화
교육(2,030개 이상 제공)과 온라인 이러닝 교육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군의 커리큘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과 심사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다. 또한 기술보조원 및 행정요원도 교육의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특허연수원: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6년에 미국특허청은 신규채용된 심사관들에 대하여 예전보
다 향상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교육대상자들은 8개월동안 계속하여 마치 대
학과 같은 스타일의 교육관경에서 교육을 받는다. 최대 128명의 심사관들이 1년 중 특정 시
기에 대형강의부터 시작한다. 대형강의 이후에는 심사관들을 16명의 소규모 랩단위로 나누
어 그룹별로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심사관들은 튜터, 도서관과 검색보조, 자동화 가
이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강의나 랩 교육 이외에, 심사관들은 실제
출원상황에서 심사를 하며 실무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과정은 신규심사관이 직무능력 뿐 아
니라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의욕적인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과정
특허연수원: 법률 및 심
사절차 교육
특허연수원: 기술 교육
특허연수원: 사무자동화
특허연수원: 직장생활교

Ÿ

Ÿ
Ÿ

Ÿ

내 용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
트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
한다.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
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적 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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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은 개별 신규심사관에 대한 맞춤교육으로서 자기계발계획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설계하는데, 그 교육과정은 다음
의 과정을 포함한다.

육

Ÿ

특허연수원: 직능계발

Ÿ
Ÿ
Ÿ

자기계발계획의 작성
현재 이용가능한 교육과정
직능개발
의사소통기법: 간결한 글쓰기, 경청의 요령, 효과적인 의사전달, 고
객서비스기법, 격지간 의사소통, 팀빌딩 등

신규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개별 부서(Technology Center)에
배정된 이후에도 각 심사관이 주어진 직무에 필수적인 능력을 얻고 더
욱 발전할 수 있도록 IDP는 계속된다.
ㅇ

모든 심사관 대상 교육
교육과정

재교육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교육대상

내 용
모든 심사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심사과의 직원이 강의하
고 일부 강의는 심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특허법원의 판
결과 과거의 주요판결
Ÿ 최근 사무자동화 도구 완성
심사관 수준의 교육이며 심사과 직원이 강의하고, 일부과목은 심사과에
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Ÿ

101

Ÿ

102/103

Ÿ
Ÿ

ㅇ

교육

Ÿ

교육
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특허법과 증거법

자율적인 법률 스터디 프로그램과 기술교육과정

교육과정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과가 주교육대상

내 용

Ÿ
Ÿ
Ÿ

생명공학 강의와 세미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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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사무자동화 교육 : 심사
과를 대상으로 하는 과
정 TC-Focused Classes

Ÿ
Ÿ
Ÿ
Ÿ
Ÿ

③

통신공학
지식관리
EAST 데이터베이스
EAST: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자동검색
EAST와 광학 캐릭터 인식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OACS 기초
특정 기술분야의 非특허문헌 (Non-Patent Literature. NPL) 웹자료
비밀준수와 보안 검토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06년보다
더 많은 과정이 제공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사용자 동시출원

Ÿ

Section 2(d)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혼동가능성 – 식별력이 약하거나 희석화된 상표 (공개)
Section 2(a) -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모욕적인 상표 (공개)
지정상품/서비스의 변경 – 같은 범위 내의 변경인가? (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일반론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입증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식음료 상품/서비스 (완성, 미
공개)
변종과 신품종 명칭
심판원
니스협약 (9판) - 주요 변경사항
표장의 색상변경
무채색을 포함한 도안의 심사절차
저자, 예술가, 창작품의 제호를 포함한 표장
미국특허청에 대한 출원인 또는 등록인의 대리

또한 아래의 심사요령도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Ÿ
Ÿ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표장의 등록동의
상표전자출원시스템
일반명칭 또는 기술표장과 결합된 “Your”를 포함하는 표장
선등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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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이 기술표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
외국 변리사와 변호사
문자상표표장
표장의 사용례 심사 가이드
표장의 사용례의 심사 관련 심판에 관한 모범 사례
“official”

10) 2008
①

년의 교육과정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군의 커리큘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과 심사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다. 또한 기술보조원 및 행정요원도 교육의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특허연수원: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6년에 미국특허청은 신규채용된 심사관들에 대하여 예전보
다 향상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교육대상자들은 8개월동안 계속하여 마치 대
학과 같은 스타일의 교육관경에서 교육을 받는다. 최대 160명의 심사관들이 1년 중 특정 시
기에 대형강의부터 시작한다. 대형강의 이후에는 심사관들을 16명의 소규모 랩단위로 나누
어 그룹별로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심사관들은 튜터, 도서관과 검색보조, 자동화 가
이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강의나 랩 교육 이외에, 심사관들은 실제
출원상황에서 심사를 하며 실무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과정은 신규심사관이 직무능력 뿐 아
니라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의욕적인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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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특허연수원: 법률 및 심
사절차 교육

내 용
Ÿ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
트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
한다.
Ÿ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특허연수원: 기술 교육 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Ÿ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특허연수원: 사무자동화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
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Ÿ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적 간의 균형,
특허연수원: 직장생활교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육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은 개별 신규심사관에 대한 맞춤교육으로서 자기계발계획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설계하는데, 그 교육과정은 다음
의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연수원: 자기계발계
획

Ÿ
Ÿ
Ÿ

정규교육과정
계발을 위한 과제
실습과정

는 신규심사관 임용 첫날부터 24개월까지 특허청의 업무에 적응하
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신규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개별 부서(Technology Center)에 배정된 이후에도 각 심사관이 주어진
직무에 필수적인 능력을 얻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IDP는 계속된다.
IDP

ㅇ

모든 심사관 대상 교육
교육과정

재교육

내 용
모든 심사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심사과의 직원이 강의하
고 일부 강의는 심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특허법원의 판
결과 과거의 주요판결
Ÿ 최근 사무자동화 도구 완성
심사관 수준의 교육이며 심사과 직원이 강의하고, 일부과목은 심사과에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교육대상
Ÿ 101 교육
Ÿ 102/103 교육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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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ㅇ

자율적인 법률 스터디 프로그램과 기술교육과정
교육과정

내 용

Ÿ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과가 주교육대상

Ÿ
Ÿ
Ÿ
Ÿ
Ÿ

사무자동화 교육 : 심사
과를 대상으로 하는 과
정 TC-Focused Classes

Ÿ
Ÿ
Ÿ
Ÿ
Ÿ

③

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특허법과 증거법

생명공학 강의와 세미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반도체
통신공학
지식관리
EAST 데이터베이스
EAST: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자동검색
EAST와 광학 캐릭터 인식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OACS 기초
특정 기술분야의 非특허문헌 (Non-Patent Literature. NPL) 웹자료
비밀준수와 보안 검토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08년에는
14개의 이러닝 모듈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사용자 동시출원

Ÿ

Section 2(d)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혼동가능성 – 식별력이 약하거나 희석화된 상표 (공개)
Section 2(a) -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모욕적인 상표 (공개)
지정상품/서비스의 변경 – 같은 범위 내의 변경인가? (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일반론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입증 (완성, 미공개)
Section 2(d) - 혼동가능성 – 지정상품/서비스의 견련성: 식음료 상품/서비스 (완성, 미
공개)
변종과 신품종 명칭
심판원
니스협약 (9판) - 주요 변경사항
표장의 색상변경
무채색을 포함한 도안의 심사절차
저자, 예술가, 창작품의 제호를 포함한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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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특허청에 대한 출원인 또는 등록인의 대리

또한 아래의 심사요령도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Ÿ
Ÿ
Ÿ
Ÿ
Ÿ
Ÿ
Ÿ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표장의 등록동의
상표전자출원시스템 (TM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를 이용한 ‘사용’ 주
장
일반명칭 또는 기술표장과 결합된 “Your”를 포함하는 표장
선등록 주장
“official”이 기술표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
외국 변리사와 변호사
문자상표
표장의 사용례 심사 가이드
표장의 사용례의 심사 관련 심판에 관한 모범 사례
11) 2009

①

년의 교육과정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다만, 미국특허청은 2009년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즉,
자율적인 근무시간 외의 스터디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고, 심사과의 자체교육과정의 운영
이 중단되었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교육
(Continuing Education)’군의 커리큘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심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 147 -

교육과 심사를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다. 또한 기술보조원 및 행정요원도 교육의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특허연수원: 모든 1년차 심사관의 필수과목
교육대상자들은 8개월 동안 계속하여 마치 대학과 같은 스타일의 교육관경에서 교육을
받는다. 최대 160명의 심사관들이 1년 중 특정 시기에 대형 강의부터 시작한다. 대형 강의
이후에는 심사관들을 16명의 소규모 랩단위로 나누어 그룹별로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한
다. 심사관들은 튜터, 도서관과 검색보조, 자동화 가이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와 같은 강의나 랩 교육 이외에, 심사관들은 실제 출원상황에서 심사를 하며 실무교육을 받
는다. 이 교육과정은 신규심사관이 직무능력 뿐 아니라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의욕적인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ㅇ

교육과정
특허연수원: 법률 및 심
사절차 교육

내 용
Ÿ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
트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
한다.
Ÿ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특허연수원: 기술 교육 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Ÿ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특허연수원: 사무자동화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
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Ÿ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적 간의 균형,
특허연수원: 직장생활교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육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은 개별 신규심사관에 대한 맞춤교육으로서 자기계발계획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설계하는데, 그 교육과정은 다음
의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연수원: 자기계발계
획

Ÿ
Ÿ
Ÿ

정규교육과정
계발을 위한 과제
실습과정

는 신규심사관 임용 첫날부터 24개월까지 특허청의 업무에 적응하
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신규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개별 부서(Technology Center)에 배정된 이후에도 각 심사관이 주어진
직무에 필수적인 능력을 얻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IDP는 계속된다.
IDP

ㅇ

모든 심사관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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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교육

내 용
모든 심사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심사과의 직원이 강의하
고 일부 강의는 심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특허법원의 판
결과 과거의 주요판결
Ÿ 최근 사무자동화 도구 완성
심사관 수준의 교육이며 심사과 직원이 강의하고, 일부과목은 심사과에
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Ÿ

법률교육 : 심사과가 주
교육대상

101

Ÿ

102/103

Ÿ
Ÿ

ㅇ

교육

Ÿ

교육
자명한 형태의 중복특허
특허법과 증거법

자율적인 법률 스터디 프로그램과 기술교육과정: 예산부족으로 중단
교육과정

심사관 기술교육 : 심사
과가 주교육대상 : 예산
부족으로 중단

내 용

Ÿ
Ÿ
Ÿ
Ÿ
Ÿ
Ÿ

사무자동화 교육 : 심사
과를 대상으로 하는 과
정 TC-Focused Classes

Ÿ
Ÿ
Ÿ
Ÿ
Ÿ

③

생명공학 강의와 세미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반도체
통신공학
지식관리
EAST 데이터베이스
EAST: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자동검색
EAST와 광학 캐릭터 인식
디자인 심사관을 위한 OACS 기초
특정 기술분야의 非특허문헌 (Non-Patent Literature. NPL) 웹자료
비밀준수와 보안 검토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09년에는
라이브 웹캐스트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등록거절/등록요건 관련 증거: 필요한 경우, 형태와 수집전략
제2조(a)와 (e)(3)에 관한 심사절차. 기술표장(산지표시)으로서의 거절결정
제2조(a)에 관한 심사절차. 기술표장(非산지표시)으로서의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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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분류에 관한 별도의 논의 (국제분류 1부터 45를 반영)
상표심판원(TTAB)에서의 결정계 심판청구에 관한 증거관련 쟁점
출원인의 지정상품/서비스 변경에 관한 범위 검토
상표사기 형사사건에서의 Medinol係의 사건들
상표심사기준(TMEP)의 개정 논의
상표출원에서의 이의신청(letter of protest)
미국특허청에 고객을 대리하는 로펌 변호사/사내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연방상표등록
절차에 관한 패널 논의
국제상표협회가 후원하는 온라인 산업에서의 상표 이슈에 관한 산업계 종사자 교육
46

다음 주제에 관한 로펌발표자료와 컴퓨터이용교육모듈이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Ÿ
Ÿ

4

등록거절/등록요건 관련 증거: 필요한 경우, 형태와 수집전략
상표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보정 관련 쟁점
X-검색: truncation, pattern matching, 분류에 의한 제한
보통명칭 관련 쟁점

개의 심사가이드와 2개의 심사노트가 발행되었다.

Ÿ

Ÿ
Ÿ
Ÿ

Ÿ

Ÿ

개정된 심사가이드 2-08 (2008년 5월에 초판 발행, 2009년 5월에 개정): 상표규칙
2.37의 상표등록요건의 기술에 대한 심사절차
심사가이드 4-08: 심사중인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이드 1-09: 제2조(a)에 관한 심사절차. 기술표장(非산지표시)으로서의 거절결정
심사가이드 2-09: 제2조(a)와 (e)(3)에 관한 심사절차. 기술표장(산지표시)으로서의 거
절결정
심사노트: 전자출원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을 통한 답
변
심사노트: 제44조(d)가 주장된 경우 외국에서의 등록에 근거한 심사의 중지시기

다음의 두 개의 주제에 관한 안내서도 공개되었다.
Ÿ
Ÿ

년 1월 16일에 발효한 상표규칙에 관한 개정사항의 요약
문자상표(standard character marks) 등을 보유한 국가 리스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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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0
①

년의 교육과정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2010년에 특허교육청(Office of Patent Training. OPT)는 2009년의 신규심사관 교육과정의
ISO 9001:2008 인증에 대해서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은메달을 받았다.
OPT는 두 개의 신규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①지식재산 경험이 있는 신규심사
관을 위한 20일 훈련 프로그램과 ②기존의 신규심사관 대상 8개월 과정을 2단계의 12개월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 OPT는 또한 재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법률과 절차에 관한 재교육
과정을 기존 특허심사관들에게 제공하였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지식재산경험이 있는 신규심사관에 대한 20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
은 절차와 사무자동화를 강조한 높은 수준의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각각의 클래스는 최대
128명의 심사관을 수용하며, 16명의 소규모 그룹단위로 토론이나 각 기술분야의 맞춤 교육
을 실시한다.
지식재산 경험이 없는 신규심사관을 위한 2단계의 12개월 교육과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 단계는 각 심사과로 배정받기 전 4개월 동안의 특허연수원에서의 교육이다. 두
번째 단계는 5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 매월 특허연수원에서 받는 교육이다. 각 연수원의
클래스는 최대 144명의 심사관을 수용할 수 있으며, 16명의 소규모 워크숍도 진행한다. 심
사관들은 튜터, 도서관/검색보조, 사무자동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 (특허연수원 Patent Training Academy 교육과정)
1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ㅇ 1

교육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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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심사관의
교육프로그램

입문수준의 2단계-12개
월 신규 심사관 교육프
로그램

자기계발계획
(Individual Development
Plan. IDP)

ㅇ

이 프로그램은 법률, 심사절차, 심사자동화 분야에서 좀 더 강화된 교
육을 실시하며,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수검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해석, 고급
텍스트검색, STN이나 Dialog와 같은 심사과(Technology Center) 전용 도
구,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이 교육과정의 주제는 법률/심사절차 교육, 기술교육, 사무자동화 교육,
직장생활교육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트
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요오디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직장생활교육은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
적 간의 균형,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심사관 개인별 계발계획(IDP)을 포함한다. IDP
는 정규교육과정, 계발과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자기계발계획의
목적은 교육 첫날부터 12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교육대상인 심사관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심사과(Technology
Center)로 갈 때, 자기계발계획은 계속하여 그 심사관이 업무에 필수적
인 능력을 보유하고 장래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심사관 대상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재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특허심사에 관한 절차와 관련 법률에 관한 특허심사
(Examiner
Refresher 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 교육과정의 대상자들은
Training)
상급자와 상의하여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법률강의 시리즈
주요 판결과 정책에 관한 심사관 대상의 정기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허법 및 증거법 자체 연방특허법 101조 내지 103조와 112조, 심사과정에서의 증거의 처리 등
교육과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주요한 해석에 관하여 교육한다.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법률상의 지식을 향상시키
도록 하는 과정이다.
재교육 시리즈
(Continuing Education 제공되는 교육과정
Series)
- 근무시간 외의 법률스터디 과정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육 과정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 심사관 교육과정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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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 특유의 기술교육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 최신 사무자동화 도구 교육
-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③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10년에는
라이브 웹캐스트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Ÿ

Ÿ

Ÿ

제2조(f) 하에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주장의 심사
제2조(a)에 관한 심사절차. 수요자기만표장(非산지표시)으로서의 거절결정
트레이드드레스 심사 쟁점
상표의 무단 사용 판결
상표심사기준(TMEP)의 개정 논의
국제상표협회가 후원하는 Ag-Chem 산업에서의 상표 이슈에 관한 산업계 종사자 교
육
국제상표협회가 후원하는 주지저명상표에 관한 상표 이슈에 관한 산업계 종사자 교
육
심사관이 주도하는 유사상표 사용 워크숍

다음 주제에 관한 로펌발표자료와 컴퓨터이용교육모듈이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Ÿ
Ÿ
Ÿ
Ÿ

2

등록거절/등록요건 관련 증거: 필요한 경우, 형태와 수집전략
상표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보정 관련 쟁점
X-검색: truncation, pattern matching, 분류에 의한 제한
보통명칭 관련 쟁점
자료인덱스/상표심사기준주석서
색채상표

개의 심사가이드와 1개의 심사노트가 발행되었다.

Ÿ
Ÿ
Ÿ

심사가이드 1-10: 문자를 대체하는 도안상표
심사가이드 2-10: 제2조(f) 부분주장에 관한 심사절차
심사노트 4-10: EA-PA 심사관 보정과 사전조치

다음의 두 개의 주제에 관한 안내서도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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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 6판, 개정 2
상표심사기준 6판: 질문에 대한 답변
상표심사기준 6판의 주요 사항
실무규정과 연방법률
상표사건에서의 서명, 대리인, 주소변경을 위한 요건 요약
트레이드드레스의 심사에 관한 5개의 가이드

Ÿ
Ÿ
Ÿ
Ÿ
Ÿ
Ÿ

13) 2011
①

년의 교육과정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다만, 2011년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축
소되었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 (특허연수원 Patent Training Academy 교육과정)
1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ㅇ 1

교육과정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심사관의
교육프로그램
입문수준의 2단계-12개
월 신규 심사관 교육프

내 용
이 프로그램은 법률, 심사절차, 심사자동화 분야에서 좀 더 강화된 교
육을 실시하며,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수검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해석, 고급
텍스트검색, STN이나 Dialog와 같은 심사과(Technology Center) 전용 도
구,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이 교육과정의 주제는 법률/심사절차 교육, 기술교육, 사무자동화 교육,
직장생활교육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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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트
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요오디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 직장생활교육은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
적 간의 균형,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심사관 개인별 계발계획(IDP)을 포함한다. IDP
는 정규교육과정, 계발과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자기계발계획의
목적은 교육 첫날부터 24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교육대상인 심사관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심사과(Technology
Center)로 갈 때, 자기계발계획은 계속하여 그 심사관이 업무에 필수적
인 능력을 보유하고 장래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로그램

자기계발계획
(Individual Development
Plan. IDP)

ㅇ

모든 심사관 대상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재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특허심사에 관한 절차와 관련 법률에 관한 특허심사
(Examiner
Refresher 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 교육과정의 대상자들은
Training)
상급자와 상의하여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법률강의 시리즈
주요 판결과 정책에 관한 심사관 대상의 정기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허법 및 증거법 자체 연방특허법 101조 내지 103조와 112조, 심사과정에서의 증거의 처리 등
교육과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주요한 해석에 관하여 교육한다.
발생하는 협상관련 쟁점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을 목
특허심사과정에서의 협 특허심사과정에서
적으로 하며, 효과적인 소통기술을 이용한 대화형의 강의와 워크숍을
상
진행한다.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법률상의 지식을 향상시키
도록 하는 과정이다.
재교육 시리즈
(Continuing
Series)

Education

제공되는 교육과정
Ÿ
Ÿ
Ÿ
Ÿ
Ÿ
Ÿ

근무시간 외의 법률스터디 과정 (예산부족으로 중지)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육 과정 (예산부족으로 중지)
심사관 교육과정 (예산부족으로 중지)
심사과 특유의 기술교육 (예산부족으로 중지)
최신 사무자동화 도구 교육 (특허정보관리부서와 연계)
점심시간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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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③

특허행정에 관한 직무교육
非심사관을 위한 특허심사관 초기 교육
법률비서와 행정요원 컨퍼런스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11년에도
라이브 웹캐스트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Ÿ
Ÿ

상표심사기준 7판: 교육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 법률강의: 상표권 사건에서의 윤리
제2조(f) 교육
상표, 트레이드드레스, 희석화에 관한 최신 연방법원판결의 검토
국제상표협회가 후원하는 통신산업에서의 상표 이슈에 관한 산업계 종사자 교육
모델/등급 심사가이드 훈련
심사관이 주도하는 유사상표 사용 워크숍

다음 주제에 관한 로펌발표자료와 컴퓨터이용교육모듈(Computer-Based Training. CBT)이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Ÿ

2

상표심사기준 7판: 주요부분 CBT
분류 16. 출판물의 제호에 사용된 상표의 심사
제2조(f) CBT

개의 심사가이드와 1개의 심사노트가 발행되었다.

Ÿ
Ÿ
Ÿ
Ÿ
Ÿ

심사노트 11-01: 제44조(d) 출원에 근거한 심사 중지
심사가이드 1-11: 제2조 (a). 상품분류 5의 기만성
심사노트 11-02: 중간통보 이후 과정: 심사진행가이드
심사가이드 2-11: 모델과 등급표시 표장에 대한 심사 절차
심사노트 11-03: 대리인 표시란의 대리인 이외의 전자출원 문제

다음의 주제에 관한 안내서도 공개되었다.
Ÿ

상표심사기준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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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 7판: 추가 교육자료
상표심사기준 7판: 추가 질문과 답변
상표심사기준 7판의 주요사항 CBT 교재
상표심사기준 7판의 주요사항
제2조(f) CBT: 추가 질문과 답변
제2조(a) 기만성: 추가 질문과 답변
트레이드드레스 교육: 추가 질문과 답변
조건부 기능성 상표 거절: 최초통지
지정상품/서비스요건 기재와 샘플

Ÿ
Ÿ
Ÿ
Ÿ
Ÿ
Ÿ
Ÿ
Ÿ
Ÿ

14) 2012
①

년의 교육과정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다만, 2011년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축
소되었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 (특허연수원 Patent Training Academy 교육과정)
1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ㅇ 1

교육과정

내 용
이 프로그램은 법률, 심사절차, 심사자동화 분야에서 좀 더 강화된 교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육을 실시하며,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수검색
경력이 있는 심사관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해석, 고급
교육프로그램
텍스트검색, STN이나 Dialog와 같은 심사과(Technology Center) 전용 도
구,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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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과정의 주제는 법률/심사절차 교육, 기술교육, 사무자동화 교육,
직장생활교육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트
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입문수준의 2단계-12개 -상황
,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월 신규 심사관 교육프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요오디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로그램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직장생활교육은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
적 간의 균형,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심사관 개인별 계발계획(IDP)을 포함한다. IDP
는 정규교육과정, 계발과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자기계발계획의
자기계발계획
목적은 교육 첫날부터 12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교육대상인 심사관을
(Individual Development
돕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심사과(Technology
Plan. IDP)
Center)로 갈 때, 자기계발계획은 계속하여 그 심사관이 업무에 필수적
인 능력을 보유하고 장래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ㅇ

모든 심사관 대상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재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특허심사에 관한 절차와 관련 법률에 관한 특허심사
(Examiner
Refresher 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 교육과정의 대상자들은
Training)
상급자와 상의하여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법률강의 시리즈
주요 판결과 정책에 관한 심사관 대상의 정기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허법 및 증거법 자체 연방특허법 101조 내지 103조와 112조, 심사과정에서의 증거의 처리 등
교육과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주요한 해석에 관하여 교육한다.
발생하는 협상관련 쟁점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을 목
특허심사과정에서의 협 특허심사과정에서
적으로 하며, 효과적인 소통기술을 이용한 대화형의 강의와 워크숍을
상
진행한다.
이 교육과정은 특허심사관에 대한 기술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 일반공
중의 협조를 얻어 모든 심사과에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자와
특허심사관 기술교육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심사관에게 기술적 발전, 기술의 수준, 떠오
정
르는 기술, 완성단계의 기술과 최근의 혁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초청강사들은 관련 기술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
으며 선행기술과 산업계의 관행과 표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심사관들에게 대학이나 산업계를 실제로 방문할 기회를 제
현장실습교육과정
공한다. 심사관들은 현장의 특유한 기술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진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가, 전문가, 과학자, 공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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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날 기회를 심사관들에게 제공한다.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법률상의 지식을 향상시키
도록 하는 과정이다.
제공되는 교육과정
재교육 시리즈

Ÿ

(Continuing

Ÿ

Series)

Education

Ÿ
Ÿ
Ÿ
Ÿ
Ÿ
Ÿ

③

근무시간 외의 법률스터디 과정 (예산부족으로 중지)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육 과정 (예산부족으로 중지)
심사과 특유의 기술교육 (예산부족으로 중지)
최신 사무자동화 도구 교육 (특허정보관리부서와 연계)
점심시간을 위한 세미나
특허행정에 관한 직무교육
非심사관을 위한 특허심사관 초기 교육
법률비서와 행정요원 컨퍼런스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12년에도
라이브 웹캐스트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Ÿ
Ÿ
Ÿ
Ÿ

상표심사기준 8판: 교육
ID/Class 니스 10판: 교육
상표위조 관련 쟁점의 검토
최근 연방법원의 상표관련 판결의 검토
감시서비스 관련 상표 쟁점에 관한 산업계 교육
국제상표협회가 후원하는 컴퓨터산업에 있어서의 상표 쟁점에 관한 산업계 교육
심사관이 주도하는 제2조(e)(4)/거절결정(흔한 성) 워크숍
TEALE: 신규 심사관 교육
UL 개발 교육

다음 주제에 관한 로펌발표자료와 컴퓨터이용교육모듈(Computer-Based Training. CBT)이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Ÿ

권리불요구 기재
X-Search의 검색
제2조(d) 거절이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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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심사가이드가 발행될 예정이다.
심사가이드 1-12: 상표의 자구가 권리불요구 목적의 단일문구나 슬로건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심사가이드: 일반적 상징
심사가이드: 웹기반의 견본
심사가이드: 스위스십자가/문장

Ÿ

Ÿ
Ÿ
Ÿ

다음의 주제에 관한 안내서도 공개되었다.
제2조(d): 불복심판 작성과 견본
제2조(e) 개정: 불복심판 작성과 견본
지정상품/서비스 작성과 견본 개정
불복심판 작성과 견본 개정: 모든 불복심판에 대한 일반적 고려
단일 작품의 제호 견본
모든 불복심판의 개정과 표준화
최신 국제분류 가이드

Ÿ
Ÿ
Ÿ
Ÿ
Ÿ
Ÿ
Ÿ

15) 2013
①

년의 교육과정

교육의 성격

특허청이 높은 수준의 업무수행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구성원
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를 고객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심사관의 교육은 높은 수준의 심사결과와 고객서비스를 유
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
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는 계속되었다.
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 (특허연수원 Patent Training Academy 교육과정)

ㅇ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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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1

교육과정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심사관의
교육프로그램

입문수준의 2단계-12개
월 신규 심사관 교육프
로그램

자기계발계획
(Individual Development
Plan. IDP)

ㅇ

내 용
이 프로그램은 법률, 심사절차, 심사자동화 분야에서 좀 더 강화된 교
육을 실시하며,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수검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해석, 고급
텍스트검색, STN이나 Dialog와 같은 심사과(Technology Center) 전용 도
구,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이 교육과정의 주제는 법률/심사절차 교육, 기술교육, 사무자동화 교육,
직장생활교육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트
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요오디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 직장생활교육은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
적 간의 균형,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심사관 개인별 계발계획(IDP)을 포함한다. IDP
는 정규교육과정, 계발과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자기계발계획의
목적은 교육 첫날부터 12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교육대상인 심사관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심사과(Technology
Center)로 갈 때, 자기계발계획은 계속하여 그 심사관이 업무에 필수적
인 능력을 보유하고 장래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심사관 대상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재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특허심사에 관한 절차와 관련 법률에 관한 특허심사
(Examiner
Refresher 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 교육과정의 대상자들은
Training)
상급자와 상의하여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수년간의 심사경력을 가진 심사관이다. 이 과정은 특수한 법
관하여 교육하는데, 예를 들면, 진술서 관련 실무에서 일어나
특허심사관 고급과정 률문제에
는 놀라운 결과(unexpected results)와 사실상의 발명의 완성(actual
reduction to practice) 등이다.
법률강의 시리즈
주요 판결과 정책에 관한 심사관 대상의 정기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허법 및 증거법 자체 연방특허법 101조 내지 103조와 112조, 심사과정에서의 증거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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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주요한 해석에 관하여 교육한다.
이 교육과정은 특허심사관에 대한 기술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 일반공
중의 협조를 얻어 모든 심사과에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자와
특허심사관 기술교육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심사관에게 기술적 발전, 기술의 수준, 떠오
정
르는 기술, 완성단계의 기술과 최근의 혁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초청강사들은 관련 기술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
으며 선행기술과 산업계의 관행과 표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심사관들에게 대학이나 산업계를 실제로 방문할 기회를 제
공한다. 심사관들은 현장의 특유한 기술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진다.
현장실습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은 혁신가, 전문가, 과학자, 공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날 기회를 심사관들에게 제공한다.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법률상의 지식을 향상시키
도록 하는 과정이다.
제공되는 교육과정
재교육 시리즈

Ÿ

(Continuing

Ÿ

Series)

Education

Ÿ
Ÿ
Ÿ
Ÿ
Ÿ
Ÿ

③

근무시간 외의 법률스터디 과정 (예산부족으로 중지)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육 과정 (예산부족으로 중지)
심사과 특유의 기술교육 (예산부족으로 중지)
최신 사무자동화 도구 교육 (특허정보관리부서와 연계)
점심시간을 위한 세미나
특허행정에 관한 직무교육
非심사관을 위한 특허심사관 초기 교육
법률비서와 행정요원 컨퍼런스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최근 몇 년 동안 상표심사를 위한 온라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2013년에도
라이브 웹캐스트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Ÿ
Ÿ

상표심사기준 2012년 10월 업데이트 개관
새로운 미국특허청 윤리규정
심사관이 주도하는 트레이드드레스 워크숍
국제상표협회의 산업계 교육: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상표 쟁점
중국의 상표
국제상표협회/미국특허청의 상표권과 ICANN’s gILD 확장에 관한 이해 세미나
상표법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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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TEALE:

신규 심사관 교육

다음 주제에 관한 로펌발표자료와 컴퓨터이용교육모듈(Computer-Based Training. CBT)이
개발되어 공개되었다.
Ÿ
Ÿ

1

제2조(d) 거절결정
웹페이지 지정상품 견본

개의 심사가이드가 발행되었다:

Ÿ

지정상품의 웹페이지 견본에 관한 심사가이드 (2012년 12월)

다음의 주제에 관한 안내서도 공개되었다.
Ÿ
Ÿ
Ÿ
Ÿ

제2조(a)와 (e)(3): 불복심판
심사중지 실무와 절차 (2013년 4월)
사용의 주장을 위한 보정의 절차 (2013년 1월)
상표 스타일 가이드라인 (2013년 2월)
16) 2014

①

년의 교육과정

교육의 성격

심사관 교육의 기본적 기조인 ① 법률, 기술,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매우 폭넓은 교육, ②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한 사무자동화 교육, ③ 특정 기술분야 특유의 법률 및 기술교육, ④
필요에 기초한 계속적인 일대일의 맞춤교육, ⑤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조
는 계속되었다.
2014년에도 2013년에 이어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하에서의 개혁을 위해서 심
사관이 알고 있어야 하는 실무지식을 교육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선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 등록 이전 제3자의 정보제공제도(pre-issuance submissions), 보충심사
(supplemental examination), 발명자 선서/선언(inventor’s oath and declaration)를 포함하는
연방특허법의 개정규정을 교육하였다. 선출원주의 교육은 다음의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1. 동영상을 이용한 개괄적인 입문 교육; 2. 동영상을 이용한 자세한 교육; 3. 심사관이 직
접 실습하는 워크숍 교육. 컴퓨터랩에서의 가상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청 자체 강
의자료, 슬라이드, FAQ 등의 방법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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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심사관의 교육과정

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 (특허연수원 Patent Training Academy 교육과정)
1년차 심사관의 필수교육과정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ㅇ 1

교육과정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심사관의
교육프로그램

입문수준의 2단계-12개
월 신규 심사관 교육프
로그램

자기계발계획
(Individual Development
Plan. IDP)

ㅇ

내 용
이 프로그램은 법률, 심사절차, 심사자동화 분야에서 좀 더 강화된 교
육을 실시하며, 특허심사에 이용되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수검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해석, 고급
텍스트검색, STN이나 Dialog와 같은 심사과(Technology Center) 전용 도
구,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이 교육과정의 주제는 법률/심사절차 교육, 기술교육, 사무자동화 교육,
직장생활교육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교육주제는 다음과 같다:
- 법률 및 심사절차 교육은 분류시스템, 검색, 청구항 해석, 고급텍스트
검색, 출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지, 심판실무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 기술적 교육은 각 기술분야 특유의 심사청구입문, 특정 기술의 현재
상황, 현재의 기술분야의 주제 등을 포함한다.
- 사무자동화 교육은 특허심사에 이요오디는 다수의 특수 프로그램, 복
수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 직장생활교육은 시간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
적 간의 균형,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특허연수원의 교육과정은 심사관 개인별 계발계획(IDP)을 포함한다. IDP
는 정규교육과정, 계발과제,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자기계발계획의
목적은 교육 첫날부터 12개월이 종료할 때까지 교육대상인 심사관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심사과(Technology
Center)로 갈 때, 자기계발계획은 계속하여 그 심사관이 업무에 필수적
인 능력을 보유하고 장래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심사관 대상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 용
특허심사관 재교육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특허심사에 관한 절차와 관련 법률에 관한 특허심사
(Examiner
Refresher 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 교육과정의 대상자들은
Training)
상급자와 상의하여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특허심사관 고급과정 이 과정은 수년간의 심사경력을 가진 심사관이다. 이 과정은 특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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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문제에 관하여 교육하는데, 예를 들면, 진술서 관련 실무에서 일어나
는 놀라운 결과(unexpected results)와 사실상의 발명의 완성(actual
reduction to practice) 등이다.
특허심사정책, 실무, 절차, 특허법 강의를 포함한 교육과정으로서 모든
특허심사교육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및 증거법 자체 연방특허법 101조 내지 103조와 112조, 심사과정에서의 증거의 처리 등
교육과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주요한 해석에 관하여 교육한다.
교육과정은 모든 심사과의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제공한
특허심사관 기술교육과 이
다. 이 과정은 과학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최근의 기술개발상
정
황, 선행기술, 앞으로 도래할 기술의 흐름, 완성단게의 기술, 최근 혁신
(Patent
Examiner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분야의
Technical
Training
기술정보나 선행기술과 산업계의 실무/표준 등에 정통한 자만이 강사로
Program. PETTP)
선정된다.
이 교육과정은 대학이나 산업현장 등 심사관이 실제 현장을 방문할 수
현장방문교육과정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사관은 담당기술분야의 기술을 현장에서 교육
(Site
Experience
받는다. 이 과정은 심사관을 혁신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혁신가, 전문가,
Education
Program.
과학자, 기술자 등의 전문가와 혁신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SEE Program)
으로 한다.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법률상의 지식을 향상시키
도록 하는 과정이다.
제공되는 교육과정
재교육 시리즈
(Continuing
Series)

Education

Ÿ
Ÿ
Ÿ
Ÿ
Ÿ
Ÿ
Ÿ

③

근무시간 외의 법률스터디 과정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근무시간 외의 기술교육 과정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
사무자동화도구 교육 (특허정보관리부서와 연계)
점심시간을 이용한 세미나
특허행정직무교육
심사관 이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심사관 입문교육
법률비서와 행정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상표심사관의 교육과정

년 상표심사부서는 상표심사품질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표심사관을 위한 온라
인 이러닝 교육교재를 만들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실행되었는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2014

Ÿ
Ÿ

년에 업데이트된 상표심사기준 개관
새로운 미국특허청 윤리규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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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심사관이 주도하는 연방상표법 제2조 (f) 워크숍
국제상표협회의 산업계 교육-빅데이터
국제상표협회/미국특허청 세미나: 상표위조
국제상표협회/미국특허청 세미나: 퍼블리시티권
상표법의 최근 동향
신규채용된 심사관 교육 (New Examining Attorney Training. TEALE)
I.T. 서비스 실제
트레이드드레스 교육
국제협력과(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OPIA)의 관심 주제
증거수집에 관한 상표법 분야의 자료 검토

변호사 사무실의 발표자료와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됨
Ÿ
Ÿ

ID Crafting Bootcamp

마드리드 협약 교육

다음의 심사가이드 출간
Ÿ

지정서비스 견본에 관한 심사가이드 (2014년 8월)

기타 다음의 주제에 관한 가이드 출간
Ÿ

가이드 뉴스레터의 4개 쟁점 (Two Quick Reminders)
나. 미국 외의 국가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1) 배경

미국 특허청 교육의 핵심은 과거에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시장의 확보였다면, 현재는 해
외 지식재산 시장의 진출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레이건 정부 때 제기된 해외에서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WTO TRIPS 협정 및 자유무역협
정 등의 체결 등 해외에서의 지식재산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개발
도상국에서 지식재산의 법제와 강제의 수준이 상당 수준 상승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미국
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 이용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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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과거 미국 특허청의 교육내용은 주로 외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부와 산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법제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은 항
상 있어왔으나, TRIPS 협정이 발효된 1995년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
1995 회계연도에 미국 특허청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방
문학자프로그램(Visiting Scholars Program)은 30개국에서 30명 이상을 초청하여 2주간 산업
재산법행정, 특허와 상표심사, 산업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재산보호의 역할 등의 다양
한 측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분류, 검색, 거절이유서의 작성,
출원인에 대한 통지, 최종심사절차를 포함한 특허와 상표심사의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1995년도의 프로그램은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볼리비아, 중국, 과테말라, 인
도네시아,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청은 많은 국가에 대표를 파견하여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법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으로부터 다양한 지식재산에 관한 주
제에 대한 현장강의 또는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미국 특허청은 1995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을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시프러스,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실시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시된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멕시코 산업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것인데,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극심하였던 중국에 대하여, 1995년에 미국 특허청은 두 차례의
자문교육을 시행하였다. 당시 중국의 정부관리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개념이 상당히 부
족하였기 때문에, 이 자문을 통한 교육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변경 및 시장접근 등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다. 또한
이후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은 정부관리 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학생,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위의 법제운영교육에 추가하여 자국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외에서의 지
식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서의 지식재산법제와 강제의 수준이 지식재산의 수출과 활용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 특허청의 지식재산관련 국제교육의 핵심은
‘지식재산법제’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해외수익창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대기업
은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대상은 주로
지식재산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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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교육의 목표: 미국 특허청 교육의 시사점
미국 특허청 교육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국제교육의 핵심은 외국법제의 교육에
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식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의 교육목표
도 ‘외국법제의 이해’는 기본이며, 이에 추가하여 ‘특정 기술/산업 분야에서 특정 국가
의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마케팅 컨설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교육이 목표로 하는 심사관도 ‘지식재산관련 외국법제와
국제조약을 이해하는 심사관’에 ‘해외 지식재산시장을 이해하는 심사관’을 추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특허청의 정책결정시 국제무대에서의 법적, 정치적 정책전문
가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진출 정책전문가’도 양성하는 것이 ‘심사관 국제교육’의 목
적이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교
육의 내용을 알아보고, 한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 미국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 개관

개요
미국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아카데미(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GIPA)를 운영
하고 있으며, 교육주제는 지식재산권의 강제, 특허, 상표, 저작권이다. 교육은 주로 미국 특
허청의 본청이 있는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진행되지만,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10월부터 다음해 9월이다.
교육참가자격은 각국의 지식재산권의 강제, 특허, 상표, 저작권 업무관련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이다. 각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강제 프로그램: 강제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적
구제, 관세 및 국경조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주로 강제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 요소
들과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 특허 프로그램: 특허 프로그램의 목적은 바람직한 업무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적으
로 특허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허법의 내용 뿐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행정, 예산, 심사절차, 공정 등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 상표 프로그램: 상표 프로그램은 상표 관련 행정, 예산, 직원 모집, 교육, 조약 이행 등
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심사절차에 관한 사례연구와 토론도 있다.
-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프로그램은 배타적 권리, 공정이용, 구제, 출판권의 침해 등 저
작권 관련 쟁점에 관하여 최고 전문가와 토론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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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
미국 특허청의 세계지식재산아카데미의 설립과정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년 미국 특허청은 방문학자 프로그램(Visiting Scholars Program) 시작. 외국의 지식
재산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지식재산의 강제를 강의. 전
세계의 지식재산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
- 1999년: 미국 특허청은 미국발명자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
AIPA)를 근거로 미국과 전 세계의 지식재산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됨. 즉, 이 법
률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청은 상무부와 연방정부를 통해서 미국과 전세계의 특
허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게 됨. 또한 AIPA를 근거로 미국 특허
청은 現 ‘정책 및 국제협력국(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OPIA)’을 만들어 외국의 IP행정 및 정책을 담당하게 하였고, OPIA에서 외국 지
식재산 관련 공무원의 교육도 담당하게 함.
- 2005년: 미국 상무부는 지식재산침해 방지의 일환으로 GIPA를 설립하여 외국의 지식재
산 관련 공무원과 미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시작.
- 2012년: 129개국의 9,217명의 외국 공무원과 4,227명의 중소기업 종사자 교육.
- 1985 :

오프라인 교육과정
① 교육내용
3)

지식재산 강제 프로그램: 국경조치, 검찰조사 및 기소 사법절차 등.
- 특허 프로그램: 행정, 예산, 심사관행, 생명과학, 제약, 디자인 등 해당 산업 특유의 심사
상의 문제, 기술이전, 식물다양성 보호 등.
- 상표 프로그램: 상표 관련 행정, 예산, 직원 모집, 교육, 조약 이행 등
- 저작권 프로그램: 배타적 권리, 공정이용, 구제, 출판권의 침해 등
- 무역관련 지식재산: WTO TRIPS 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

공통사항
- 교육참가자격: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식재산 업무 종사자
- 교육내용: 실무적, 기술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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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시설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에 소재. 교육실은 모두 6개이며 강의실의 형태로 되어 있고
동시통역시설.

-

③

교육일정/주제 예시

시작일

종료일

교육명

2014.08.12.

2014.08.15.

US Patent Examination Program

2014.08.04.

2014.08.07.

IPR Enforcement

2014.06.24.

2014.06.27.

2014.05.21.

2014.07.16.

Green Paper - Roundtable Discussions

2014.03.20.

2014.12.03.

Copyright Green Paper Multistake

2014.02.03.

2014.02.09.

2013.11.06.

2013.11.06.

Workshop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IPR

2013.11.04.

2013.11.04.

USPTO Visit by Korean Study Abroad Group

2013.10.28.

2013.10.28.

Cardozo Law School-SIPO Program

2013.10.16.

2013.10.17.

2013.09.23.

2013.09.27.

TM5 Technical Meeting on Taxonomy
Turkish IP Enforcement Officials Visit to National IPR

2013.08.27.

2013.08.30.

Combating

Counterfeit,

Falsified

and

Substandard

Medicines in Sub-Saharan Africa

A workshop for Judges on IP & Strategic Manage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enter
Regional Anti-Counterfeiting & Anti-Piracy Training
for IPR Border Enforcement Officials from India,
China, and ASEAN

분야
특허
강제
국경조치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국경조치
지식재산
국경조치
상표
강제
국경조치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은 크게 웨비나(Webinar) 시리즈와 이러닝으로 나뉜다. 각각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4)

① Webinar

ㅇ

시리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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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미국 특허청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 지식재산의 상용화
-

주제 예시
- 특허 입문
- 특허권의 취득과 미국발명법(American Invents Act) 시행
- 지식재산, 특허 이외의 주제-저작권, 상표 기타
- 발명공개 후 연구자의 생활
- 변리사 및 특허청과의 업무
- 특허심판원
-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보호
- 적절한 해외시장 선택

ㅇ

②

이러닝 프로그램
는 약 6개 교과목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로 제공한다. 영어
로 제공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특허의 보호
- 저작권: 창작의 장려와 보호
- 상표 개관
- 지리적 표시
- 지식재산권의 강제를 위한 국제적 기준
- 무역과 지식재산권
- 특허협력조약 입문

ㅇ GIPA

(3) ‘해외시장진출 컨설팅’을 위한 국제교육 내용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
ㅇ 목적: 한국 지식재산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정책제안능력 배
양
ㅇ 교육내용: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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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심사관의 미국에서의 교육내용예시 제안

지식재산 관련 중소기업의 이해
- 중소기업에 있어서 특허전문직원의 필요성
- 특허로열티
- 정부출연 발명에 대한 로열티의 산정/지급
- 특허청과의 업무이해
- 정부출연 연구소와의 업무협력 이해
- 대학 연구소와의 업무협력 이해
- 중복발명의 회피
- 발명을 위한 투자 유치 방안
- 특허관련 통계의 이용
- 특허발명의 상용화 가능성
- 대기업과의 라이센스
- 특정 국가의 지식재산 시장 이해
- 특정 산업의 지식재산 시장 이해
-

라. 미국 로스쿨의 지식재산관련 과정

위의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미국 특허청은
신규채용 심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식재산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교육프로그램 자체도 점차 대학의 교
육환경과 유사하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로스쿨 기타 교육기관의 지식재
산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주로 미국 로스쿨 중 지식재
산에 특화되었다고 평가되는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경영전문대학 등 비법학 교육기관의 지
식재산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1) 스탠포드 로스쿨

위치: 캘리포니아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법·과학·기술 석사과정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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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탠포드 로스쿨의 법·과학·기술 석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학제 간 주제에 관하여 학
문적·실무적 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공간, 생명공학, 공중보건 관련 쟁점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 관할, 분쟁해결 등
-세계정보경제, 벤처자본, 첨단기술 스타트업 컴퍼니에 관련된 지식재산과 계약 관련 이슈
등

ㅇ

ㅇ

자격: 외국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한 자. 예외적으로 2년 이상의 법률실무경력자.

ㅇ

교육기간: 9개월. 졸업학점: 35학점.
2)

①

교육과정

미국법 입문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필수과목.
ㅇ 정규과정 시작 전 2주간의 집중과정 (9월초 시작).
ㅇ 미국법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미국의 법절차 및 헌법상 기구를 개관.
ㅇ 미국 법원의 판결문의 이해 및 분석방법 학습.
ㅇ 정규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교육.
ㅇ

②

법·과학·기술 콜로키엄 Law, Science & Technology Colloquium

필수과목.
ㅇ 매주 1회 개최.
ㅇ 법·과학·기술 분야의 전임교수, 방문학자, 초청연사, 법조인 등의 발표에 관하여 토론.
ㅇ

③

법·과학·기술 관련 과목 Law, Science, and Technology Courses

ㅇ General Technology

• Property and Contract Go High-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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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Science, and Technology Colloquium
• Technology as a Business Asset
• Venture Capital

ㅇ Intellectual Property

• Antitrust
• Busi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 Entertainment Law*
•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 Intellectual Property: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Law
• Intellectual Property: Advanced Topics in Unfair Competition*
• Intellectual Property: Commercial Law*
•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 Intellectual Property: Advanced Topics in Copyright Law*
•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 Intellectual Property: Advanced Topics in Patent Law*
• Intellectual Property Reform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 International Trade: WTO
•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 Litigation Workshop*
• Scientific Evidence and Expert Testimony: Patent Litigation*

ㅇ Information Sciences and Electronic Commerce

• Communications Law
• Copyright, the Internet, and Industry*
• Cyberlaw Clinic
• Cyberlaw: Difficult Problems*
• Internet Business Law and Policy*
• Internet Commerce: The Emerging Legal Framework
• Internet Torts and Crimes*
• Law and Virtual Worlds
• Law of 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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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ife Sciences

• Biotechnology Law and Policy
• Current Topics in Bioethics*
• FDA's Regulation of Health Care
• Genetics and Law*
• Health Law and Policy
• Law and the Biosciences*

④

법문서작성 Practical Writing
(2) 버클리 로스쿨

위치: 캘리포니아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지식재산 전문수료증을 수여하는 석사과정
ㅇ

(LL.M. with IP

certificate)

개요
ㅇ 지식재산권법 전문석사과정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식재산분야의 수료증을 함
께 수여.
ㅇ 일반석사과정(traditional track)과 실무석사과정(professional track)으로 분류
1)

실무석사과정
ㅇ 대상: 단기간에 석사과정을 마쳐야 하는 실무자.
ㅇ 두 번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과정 수료.
2)

3)

교육과정

Contracts (3 Units, Infelise /Berring / Bayern)
Business Associations (3 Units, McCrary/Dibadj)
Securities Law (3 Units, TBD)
Antitrust Law (3 Units, Dibadj)
Introduction to IP (3 Units, Me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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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s (3 Units, Gergen)
Economics in Law Practice (2 Units, Taymor)
Civil Procedure, (3 Units, O’Connell)
Privacy Law (3 Units, Schwartz)
Professional Responsibility (3 Units, Langford)
Partnerships & LLCs (2 Units, Buxbaum)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3 Units, Yoo)
Evidence (3 Units, Roth)
Human Rights, (2 Units, Mohamed)
Environmental Law, (2 Units, Bibe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 Units, Dodge)
Patent Law (3 Units, Merges)
Fundamentals of US Law (2 Units, Fernholz)
Legal Research & Writing (1 Unit)

(3) 조지워싱톤 로스쿨

위치: 동부의 워싱톤디시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지식재산전문석사과정
ㅇ

개요
ㅇ 대상: 미국, 국제, 비교 지식재산권법에 관심 있는 미국 또는 해외의 실무자.
1)

교육과정
ㅇ 졸업요건: 논문과 아래 교과목 중 10학점 이상 이수, 또는 논문대신 4학점 추가 이수(4
학점 중 2학점은 연구보고서 작성).
2)

• Patent Law (6471)
• Copyright Law (6472)
• International Copyright Law (6473)
•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6474)
• Entertainment Law (6475)
• Patent Strategies and Practice (6476)
• The Federal Circuit (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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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6478)
•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6479)
• Chemical and Biotech Patent Law (6480)
• Design Law (6481)
• Patent Enforcement (6482)
• Patent Appellate Practice (6483)
• Computer Law (6484)
• Law in Cyberspace (6485)
• Art, Cultural Heritage, and the Law Seminar (6488)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atent Law (6490)
• Intellectual Property Antitrust Seminar (6494)
• Intellectual Property Law Seminar (6496)
• Government Procur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eminar (6512)

인턴쉽
ㅇ 이 석사과정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식재산인턴쉽 가이드를 운영중이며, 학생들은 비영리
기관, 법원, 특허청, 저작권청, 의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인턴쉽 기회를 얻었음.
ㅇ 인턴쉽은 4학점까지 인정. 1학점은 주당 5시간.
3)

(4) NYU 로스쿨

위치: 뉴욕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경쟁·혁신·정보법 석사과정 Competition, Innovation, and
ㅇ

Information LL.M.

개요
ㅇ 독점금지와 경쟁정책 및 지식재산과 정보법 두 분야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ㅇ 졸업요건
- 24학점 이수
- 위의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
- 2학점의 개별연구지도를 통한 보고서를 매학기 작성
1)

2)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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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금지와 경쟁정책 집중코스

ㅇ

필수과목
• Antitrust Law (LW.11164)

ㅇ

또는 Antitrust and Regulatory Alternatives I (LW.11348) 중 택1.

선택과목

지식재산권 기초 과정(아래 네 가지의 IP 과정들 중의 하나만 반독점 논점을 포함할
것이다):
•

- Copyright Law (LW.11552), OR
- Patent Law (LW.11678), OR
-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LW.10977), OR
-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LW.11923)
• Advanced Antitrust Seminar (LW.12073)
• Antitrust and Regulatory Alternatives II (LW.11367)
• Antitrust: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eminar (LW.11676)
• Antitrust Issues in the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LW.11546)
• Antitrust Law and Economics Seminar (LW.11178)
• Antitrust Law: Case Development and Litigation Strategy Seminar (LW.11043)
• Business Crime (LW. 11144)
• Economic Analysis of Law (LW.10853)
• European Union Law (LW.10851)
• Globalization and Law: An Economic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Seminar (LW.12342)
• Graduate Lawyering I (LW.12373 or LW.12374 or LW.12375)
• Hauser Global Law Faculty courses (with permission of the CIILP Co-Director)
• International Trade Law (LW.11426)
• Law and Economics Colloquium: Business Law & Economics (LW.10864)
• Law, Economics and Journalism Seminar (LW.11989)
• Mergers and Acquisitions (LW.10327)
•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Seminar(LW.12385)
• Quantitative Methods in Law Seminar (LW.10794)
• Seminar: What Influences Regulation and Regulators? (LW.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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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과 정보법 집중코스

ㅇ

필수과목
• Copyright Law (LW.11552)
• Patent Law (LW.11678)
•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LW.11923)

ㅇ

중택2

선택과목
• Third basic intellectual property course
• Copyright Law (LW.11552), OR
• Patent Law (LW.11678), OR
•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LW.11923)
• Advanced Copyright (LW.11617)
• Advanced Privacy Seminar (LW.12366)
• Advanced Topics in Art Law Seminar (LW.12058)
• Advanced Trademark and Advertising Law (LW.11692)
• Antitrust Law (LW.11164) OR Antitrust and Regulatory Alternatives I (LW.11348)
• Art Law (LW.10122)
• Contracts (for LLM students)(LW.11171)
• Cyber Crime Seminar (LW.12381)
• Entertainment Law Seminar (LW.11456)
• First Amendment Law (LW.11824)
• Free Speech (LW.10668)
• Graduate Lawyering I (LW.12373 or LW.12374 or LW.12375)
• Hauser Global Law Faculty courses (with permission of the CIILP Co-Director)
• Information Privacy Law (LW.11019)
• Innovation Policy Colloquium (LW.10930)
•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 The Politics of Law, Knowledge

and Culture Seminar (LW.11910)
• Intelligence Gathering and Law Enforcement Post 9/11 Seminar (LW.10637)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LW.11056)
• Internet and Business Law for Technology Companies Seminar (LW.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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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Contracts Seminar (LW.11521)
• Labor and Employment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Seminar (LW.11605)
• Life Sciences Patent Law (LW.11626)
• Mass Media Law (LW.12156)
• Patent Licensing Seminar (LW.12260)
• Patent Litigation (LW.10185)
• Tax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W.12270)
• Technology Law and Policy Clinic (LW.12148)
• Technology Law and Policy Clinic Seminar (LW.12149)
• Trade Secret Law (LW.12360)
• Trademarks in Cyberspace Seminar (LW.12361)

(5) 산타클라라 로스쿨

위치: 캘리포니아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지식재산법에 특화된 미국법 석사과정
ㅇ

개요
ㅇ 지식재산법에 특화된 석사학위를 받으려면 아래 과목 중 12학점을 이수.
ㅇ 이 중 지식재산서베이와 국제지식재산법은 필수.
1)

2)

교육과정

Advanced Legal Research in IP
Advanced Legal Writing Scholarship: IP
Advertising and Marketing Law
Antitrust
Assisted Reproduction, Cloning and Genetic Engineering
Biotechnology Law Seminar
Broadband Regulatory Clinic
Civil Practice, High Tech, and Social Justice Externship I
Civil Practice, High Tech, and Social Justice Externship II
Copyright Law
E-Discovery
Entertainmen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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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 Law Clinic
Food and Drug Law
High Tech Law Journal
Honors Moot Court – External
Intellectual Property Survey
International Business Negotiation – Simulati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ternational IP Law
International Law
Internet Law
IP Litigation
IP Remedies
IP Theory
Legal and Business Aspect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Legal Issues in the 21st Century
Legal Issues of Start-up Businesses
Mass Communication I: Television, Cable, Satellite Video and Convergence
Mass Communication II: Telephone, Broadband Networks & Convergence
Patent Prosecution
Patents
Privacy Law
Rights of Publicity
Securities Regulation
Sports Law Seminar: Agent’s Perspective
Sports Law Seminar: Litigator’s Perspective
Technology Licensing
Trade Secrets
Trademarks & Unfair Competition
Venture Capital

(6) 예시바 로스쿨

위치: 뉴욕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지식재산석사과정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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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 지식재산전공교수가 5명 이상이며 특허, 상표, 저작권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ㅇ 전체 24학점의 졸업이수학점 중 14학점 이상을 IP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ㅇ 첫학기에 위의 3분야 중 최소 2분야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ㅇ 7학기만에 LL.M.과 함께 J.D.학위도 받을 수 있음.
1)

2)

교육과정
INTELLECTUAL

PROPERTY LL.M.

PROGRAM REQUIREMENTS WORKSHEET
R E Q U IR E D
Credits

CO U R SEW O RK

CR
ED
ITS

24 credits

· 24 credit total
· 14 credit minimum in Intellectual

Property Coursework

· Maximum of 4 clinical credits
Required
Coursework

· At least two of the introductory IP
· Copyright(3credits); Patent (3

Courses:

6-9

credits); Trademark (3 credits)

· Full-time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two of these courses in the
first semester of study. A student can
request a waiver of the
basic course requirement by making a request in writing to the
Assistant Dean for Graduate and International Programs, if
he/she has taken an equivalent course in law school within the past
five (5) years. Students who receive a waiver must still
complete sixteen (16) credits in IP and related coursework.

· 14 credits total in Intellectual Property

Coursework (introductory and

advanced)
Requirements for
Lawyers Edu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ntroduction to U.S. Law (2 credits; taken first semester)
Advanced Workshop in Legal Research and WritingI and II (2credits
total; full year)
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coursework
Internet Law I (2)
Antitrust & IP (2)
Internet LawII(2)
Art Law (2)
IP Business and Transactional
Communications Law (2)
Law (2)
Cultural Heritage (2)
Law of Surveillance (2)
Entertainment and Media Law (2) Music/Copyright and the
Fashion Law(2)
Intervention of Superior Rights
First Amendment (3)
(2)
First Amendment Theory (2)
Patent Law, Advanced (2)
Governing in the Electronic Age
Patent Law Practice (2)
(2)
Patent Practicum (2)
Holocaust Claims Restitution
Sports Law (2)
Clinic (1)
Transactions Involving Patent
Indie Film Clinic (3)
Rights (1)
IP & Information
Law
Technology Licensing
Colloquium (2)
Agreements (2)
International Copyright (2)
Technology Policy Seminar (2)
International IP Topics (2)
*IP Externship (1)
International Trade (2 or 3)
*Graded Independent Research
(1-2)
*LL.M. Thesi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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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8

*Courses listed with <*>
Indicate credits which do not count toward
24-credit requirement for New York State Bar Exam eligibility

(7) 휴스톤 로스쿨

위치: 텍사스 휴스톤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지식재산과 정보법 석사과정
ㅇ

개요
ㅇ 졸업학점 24학점 중 15학점은 지식재산법이나 정보법 과목을 이수.
1)

2)

교육과정

Communications Law
Copyright Law
Copyright Seminar
Digital Transactions
Entertainment Law
Franchising & Distributio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ternet Law
Intellectual Property Seminar
Intellectual Property Survey
Licensing & Technology Transfer
Patent Law
Patent Prosecution
Patent Remedies & Defenses
Privacy & Data Protection
Property Crime in the Information Age
Special Research in IP or IL
Trade Secrets
Trademarks &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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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햄프셔 로스쿨 (前 프랭클린피어스로센터)

위치: 뉴햄프셔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다양한 지식재산과정
- Master of Laws in IP: 법학학위가 있는 지원자.
- Master of IP: 법학학위가 없는 지원자.
ㅇ

- Diploma in IP
- IP Summer Institute
- JD with IP certificate

개요
ㅇ 미국의 로스쿨 중 가장 이른 시기에(약40년 전) 지식재산법교육에 특화한 로스쿨로서
한국의 특허청 심사관 중에도 이 로스쿨에서 JD, MIP, LL.M., IPSI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많아, 매우 친숙하고 부담 없음.
ㅇ 지식재산법 관련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교육에 필요한 국
제조약이나 외국법, 비교법, 라이센싱, 협상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지식재산법 상급과목
의 수강이 가능함.
1)

와 LL.M. in IP
ㅇ MIP는 법학학위가 없는 지원자를 위한 과정이며, LL.M. in IP는 법학학위가 있는 지원
자를 위한 과정인데, 교육과정상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음.
ㅇ 두 과정 모두 온라인 100%, 현지 교육 100%, 일부 온라인과 일부 현지교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2)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①

교육과정

ㅇ MIP

Master IP Courses Required

American Legal Process and Analysis I
American Legal Process and Analysis II
Graduate Legal Research and Information
Literacy
Total Credits Needed
Core Courses

Residential

2 credits
2 credits
1 credit
5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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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Residential
(fully required curriculum)
2 credits
semester

in

resident

1st

Online
(fully
required
curriculum)

(three courses or 7 credits are required)
Copyright Law

3 credits option

Copyright Licensing
(Graduate) Fundamentals of Intellectual
Property
Fundamentals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atent Law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Mining Patent Information in the Digital
Age
Patent Law

2 credits option
3 credits
3 credits option
2
2
3
2

credits
credits
credits
credits

2
2
3
2
2

2 credits
3 credit option

Patent Litigation

Patent Practice &Procedure I

3 credit option

OR
Patent Practice &Procedure II

3 credit option

Technology Licensing

2 credit option

Trademarks and Deceptive Practices

3 credit option

Total Credits Needed
Total Elective Credits Needed
Total Credits for Degree

3 credit option in resident
1st semester
Must take this or Trademark
Law

7 credits
18 credits
30

2 credits

3 credits
semester
3 credits

3

credits
credits
credits
credits
credits

credits

in

resident

1st

3 credits
3 credits

in

resident

1st

3 credits

semester
3 credits

3 credits

2 credits
3 credit option in resident
1st semester
Must take this or Copyright
Law

30

2 credits

30

ㅇ LL.M. in IP

American Legal Process and Analysis
I
American Legal Process and Analysis
II
Graduate
Legal
Research
and
Information Literacy
Total Credits Needed
Courses-Core
(Three courses or 7 credits are
required.)
Copyright Law
Copyright Licensing
Graduate Fundamentals of Intellectual
Property

Residential
Non-JD
Credits

Residential
US-JD Credits

LL.M. IP Courses Required

waived

2 credits

waived

2 credits

waived

1 credits

0

Limited Residential
Credits

Online
Credits

2 credits

5 credits

3 credit option

3 credit option

2 option

2 option

3 credit option in
resident 1st semester
Must take this or
Trademark Law
3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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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s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atent
Law
International Legal Research
Mining Patent Information in the
Digital Age

3 option

3 option

3 credits

3 credits

2 credits

Patent Law

3 credit option

3 credit option

Patent Litigation

Patent Practice &Procedure I

3 credit option

3 credit option

OR
Patent Practice &Procedure II

3 credit option

3 credit option

Technology Licensing

2 credit option

2 credit option

Trademarks and Deceptive Practices

3 credit option

3 credit option

3 credit in resident 1st
semester
3 credits

3 credits in resident
1st semester
3 credits

2 credits
3 credit option in
resident 1st semester
Must take this or
Copyright Law

Total Credits Needed

7 credits

7 credits

22 credits

Total Elective Credits Needed
Total Credits for Degree

17 credits
24

12 credits
24

2 credits
24

3 credits
3 credits

3 credits

3 credits

2 credits

2
2
credits
2 credits
24

③ Diploma in IP

대상자: IP에 관한 실무지식을 경험하고 싶은 변호사, 학생, 기업가, 변리사, 특허법인
직원 등.
ㅇ 기간/이수학점: 1학기/15학점
ㅇ 특전: 이 과정에서 이수한 15학점은 LL.M.이나 MIP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산입할 수
있음.
ㅇ 비고: 온라인 교육은 없고, 현지교육만 가능.
ㅇ

ㅇ

교육과정

Diploma
American Legal Process and Analysis 1
E-Commerce and the Law
Total Credits Needed
Total Elective Credits Needed
Total Credits for Diploma

Intellectual Property
2 credits
2
13
15

3) IP Summe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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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and Technology
2 credits
2 credits
4
11
15

기간: 5월말 ~6월말 약3주
ㅇ 현지교육.
ㅇ 학점당 1,370달러.
ㅇ 뉴햄프셔 로스쿨의 IPSI는 전통이 있는 여름계절수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무중심의
과목이 개설되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실무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좋은 기회.
ㅇ

ㅇ

교육과정 (2014년 예시)

Monday
May 26

Tuesday

Wednesday

May 27

May 28

8:30-12:00

8:30-12:00

Int. Privacy

on

your

own.)
2:00-5:00

June 2

on

8:30-12:00

8:30-12:30

Ad Patent Practice
(lunch

May 30

Int. Privacy

8:30-12:30

Ad Patent Practice

Friday

May 29
8:30-12:00

Int. Privacy

8:30-12:30

(lunch

Thursday

your

own.)
2:00-5:00

Ad Patent Practice

Ad Patent Practice

June 3

June 4

Int. Privacy

Ad. Patent Practice
(lunch

on

your

own.)
1:30-5:00
Ad Patent
Practice
June 5

(take home paper)
8:30-1:00
Ad Patent
Practice
(take home exam)
June 6
8:30-11:30
Sports Law
(take home paper)

class from 8:80 to
8:30-11:30
Sports Law
8:30-11:30
Dispute
12:00-3:00
Patent Portfolio

8:30-11:30
Sports Law
8:30-11:30
Dispute
12:00-3:00
Patent Portfolio

8:30-11:30
Sports Law
8:30-11:30
Dispute
12:00-3:00
Patent Portfolio

8:30-11:30
Sports Law
8:30-11:30
Dispute
12:00-3:00
Patent Portfolio

9:30
break 9:30 to 9:45
exam

9:45

to

11:15
Dispute
(in

house

exam

50% of grade)

12:00-3:00
Patent Portfolio
June 9
8:30-11:30

June 10
8:30-11:30

June 11
8:30-11:30

June 12
8:30-11:30

(take home exam)
June 13
class from 8:30 to

Fair Use

Fair Use

Fair Use

Fair Use

9:30

12-3:00

12-3:00

12-3:00

12-3:00

Advertise

Advertise

Advertise

Advertise

Law

Law

La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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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9:30 to 9:45
exam
11:45

9:45

to

Fair Use
(in

house

exam

100% of grade)

class from 8:80 to
9:30
break 9:30 to 9:45
3:30-6:30

3:30-6:30

3:30-6:30

3:30-6:30

Internet Law

Internet Law

Internet Law

Internet Law

exam

9:

45

to

11:45
Advertise
Law
(in

house

exam

100% of grade)

3:30-6:30
Internet Law
June 16

June 17

8:30-11:30
Global IP

8:30-11:30
Global IP

12:00-3:00
Phar. Patent Lit.

12:00-3:00
Phar. Patent Lit.

June 18

8:30-11:30
Global IP

12:00-3:00
Phar. Patent Lit.

June 19

8:30-11:30
Global IP

12:00-3:00
Phar. Patent Lit.

(take home exam)
June 20
8:30-11:30
Global IP
(take home paper)

12:00-3:00
Phar. Patent Lit.
(take home exam
and or paper)

(9) 보스톤 로스쿨

위치: 매사추세츠 보스톤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지식재산 LL.M.
ㅇ

개요
ㅇ 졸업학점 24학점 중 20학점을 지식재산관련 과목으로 이수.
ㅇ 미국법입문과 법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은 필수.
1)

교육과정
① 필수과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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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ectual Property
• Copyright
• Patents
• Unfair Competition and Trademark
•

②

지식재산워크숍세미나

선택과목
• Antitrust Law
• Contracts (foreign students only)
• Economics of IP (S)
• Entertainment Law (S)
• First Amendment
• Food and Drug Law (S)
• IP Law Reserach (S)
• IP & the Internet (S)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
• Law & Sports (S)
• Patent Litigation (S)
• Privacy (S)
• Representing Life Sciences Companies (S)
• Structuring IP Ownership (TX)
• Taxation of IP (TX)
• Trade Secrets & Restrictive Covenants
• Trademark & Unfair Competition
• Transactional Contracts (foreign students only)

(10) 시카고-켄트 로스쿨

위치: 일리노이 시카고
ㅇ 지식재산법 프로그램
ㅇ

- Master of IP Management & Markets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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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로스쿨과는 달리 경영과 접목된 지식재산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Master of IP Management & Markets는 경영, 컴퓨터학, 디자인, 공학과 법을 접목시킨
과정임.
ㅇ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이며, 다른 석사과정보다 1개월 정도 많은 10개월의 교육
과정을 요구.
ㅇ

교육과정
ㅇ 주요 교육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2)

① Acquiring IP (IPMM 503)

이 과목은 전통적인 지식재산 습득 방법인 창작 이외의 지식재산 습득방법에 관하여 학
습한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asset purchase; business transactions, such as joint
ventures, joint development, strategic alliances, licenses,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등이다. 이 밖에 최근 떠오르는 이슈인 open sourcing and open innovation
등과 같은 주제도 다룬다. 위의 주제들과 관련된 독점규제 관련 주제들도 다룬다.
patent pooling

② Capstone Class (IPMM 507)

이 과정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다. 각자 직장경험에서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전문
성을 팀을 구성하여 특정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문제되는 과제를 해결한
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체나 기관의 지식재산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특
히, 현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식재산 자산의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제3자로부터의 지식재산권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각 팀은 서면을 작성하고, 오
랜 경력을 가진 시니어 비즈니스전문가 패널 앞에서 변론 또는 프레즌테이션을 함으로써
평가된다.
③ Context/Introduction and Protecting IP (IPMM 500)

이 과목은 지식재산이 무체재산으로서 유체재산과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배
우는 입문과정이다. 지식재산권의 재산권적 구조에 관한 역사적 고찰도 다룬다. 세계시장에
서 특허, 상표, 저작권의 빠른 성장과 중요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위의 도입부분과
함께 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이 각각 어떻게 비즈니스에 다르게 적용되는지의 차이점
도 사례를 이용하여 수업한다. 또한 보호기간의 시작, 보호의 범위, 침해시 강제의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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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도 다룬다. 국내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측면도 학습한다. 이 수업은 팀을 구
성하여 보호가능한 지식재산을 찾아 확인하는 과제를 진행한다.
④ Global IP Management (IPMM 505)

이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IP portfolio management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한다. 이 과목은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과 지식재산의 역할에 초점을 두
고, 비용효율적인 지식재산보호의 시기, 장소, 방법의 결정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식재산전
략을 다룬다. 이 과목은 또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경영, 기획, 지식경영, 새
로운 상품/공정의 개발에 영향을 주는 IT portfolio management의 기본원칙을 가르친다.
technological discontinuities, mergers, divestitures, regulations, nationalization of corporate

와 같은 다양하고 많은 시나리오와 사례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

assets, and reorganizations

진다.

⑤ IAM Methodologies and IP Assessment (IPMM 502)

이 과목은 좋은 지식재산관리의 기본적 구조와 그 구조를 비즈니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과목의 핵심은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방법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기업이 세운 전략을 달성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결정방법 및 지식재산의 관리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정방법을 배운다. 이 과목은 시장과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
을 개발하는 경우의 법률, 비즈니스, 기술적 장점과 단점의 논의에 초점을 둔다.
⑥ IP and Business Strategy (IPMM 504)

경영전략은 조직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지식재산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쟁상의 우위
는 그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의 핵심이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전략의 개발과 실행
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과 개념과 이론을 배운다. 특히, 궁극적으로 경쟁상의 우위와 수익성
을 향상시키는 혁신적 비즈니스전략을 이용함에 있어서의 초점은 지식재산의 이용이다. 이
론적 관점에서 기업과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기업이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한 흥미있는 사례도 함께 다룬다. 이 논의와 함께, Blue Ocean
Strategy Simulation (BOSS)이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도 진행하는데, 이 게임은 학생들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전에서 이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위와 같은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의 결합은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흥미있는 학습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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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것이다.
⑦ Managing the Creative Process (IPMM 501)

이 과목은 위로부터의 혁신과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모두 가르친다. 이 과목의 전반부인
위로부터의 혁신은 기업의 전략적 혁신에 초점을 둔다. 이 부분에서는 혁신의 패턴, 주된
계획, 다양한 혁신전략, 혁신을 위한 조직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 과목의 후반부는 아래로
부터의 혁신을 다루며, 주로 혁신, 사용자 중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접근방법
에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남아있는 수요를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
을 배운다. 학생들에게 기업의 입장에서 혁신이 중요한 이유와 혁신을 생산하는 방법을 가
르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⑧ Maximizing IP Value (IPMM 506)

이 과목에서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 획득의 목표로서의 지식재산, 제3자가 자
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격하는 지식재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
하는 데에 이용되는 방법을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모든 평가방법은 적용 가능한 규
정과 회계기준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기타 논의의 주제는 지식재산 지주회사에 초점을 둔
지식재산의 증권화/현금화 이슈,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세제상의 방법, 특허
괴물과 같이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자에 의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포함한다.
마. 미국 특허청 심사관 교육의 시사점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과정은 1993년 이후 계속적인 발전을 보였는데, 그 핵심적인
특징은 선교육후평가 정책, 국제적인 흐름의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 피교육자 주도
의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육의 강조, 기술적 발달의 반영, 사무자동화 교육의 강조, 인터넷
을 활용한 교육 심사관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 등이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이를 검토, 평가,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매년 달라지면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고 좀 더 서비스 지향적으로 발달
할 수 있었다고 본다.
(1) 선교육후평가 정책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 교육의 강화는 특허청의 고객인 출원인들에 대한 심사관들의 서비
스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이 심사관 교육 강화의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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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체결된 WTO 설립조약으로 인한 국제화에
대한 대비도 심사관 교육 중 국제적 교육 측면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특허청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향상을 위하
여 미국연방의회에서 1993년에 도입한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정부기관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방법을 개선하고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평가에 앞서 특허청은 두 가지
작업을 선행하였다. 첫째, 평사대상인 심사관들의 상급 및 중급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
행평가에 관하여 교육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영역을 특허, 상표, 지
식재산공유로 3분하고 각 분야별로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둘째, 심사관에 대하여 단순히
지표를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성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교육함으로써 업무수행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업무수행평가가 떨어뜨리기 또
는 잘라내기 방식이 아닌 모든 심사관이 수행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
였다.
100%

(2) 국제적인 흐름의 반영

트립스 협정의 발효 이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연이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에는 산업재산의 국제출원과 같은 특허청 심사관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미국 특허청은 위와 같은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 중 심사
관이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내용에 즉시 포함시켜 국제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
다.
(3) 맞춤형 및 피교육자 주도의 교육과정의 개발

미국 특허청의 교육담당직원은 특허청의 각 영업단위와 일대일로 일하며 교육프로그램의
계획을 도와준다. 물론 전체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된 교육과정도 있지만 각 심사과
특유의 기술적 전문적 사정을 고려한 맞춤교육과정도 준비하여 시행하여 왔다. 예를 들면,
한국 특허청의 전자부품심사팀과 전력기술심사과의 교육과정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맞춤교육과정은 각 심사과의 내부교육프로그램으로서 각 심사과가 그 특유의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교육담당직원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
육과정은 한 번 설계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 및 평가되는데, 그 목적은 교육과정이 낙후
됨이 없이 항상 최신의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업내용에 관련 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반
영하는 것이다.
또한 맞춤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신규 채용된 심사관을 지식재산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그 교육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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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경험을 가진 신규심사관에게 보다 높은 정도의 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
라고 생각된다.
(4) 현장교육의 강조와 민간자원의 활용

미국 특허청은 심사관들이 최신 선행기술에 항상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
과 특허심사관들이 제공하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은 수준
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사관들에게 대학이나 산업계를 실제로 방문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심사관들은 현장의 특유한 기술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진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
가, 전문가, 과학자, 공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날 기
회를 심사관들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심사관의 교육에 민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5) 기술적 발달의 반영

미국 특허청은 위와 같은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정규교육 및 재교육으로서
일반공중의 협조를 얻어 모든 심사과에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자와 전문가를 강사
로 초빙하여 실시하는데, 기술의 종류를 최근 부상하는 기술과 완성단계의 기술 등으로 구
분하여 최근의 혁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초청강사들은 관련 기
술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기술과 산업계의 관행과 표준을 알고 있는 자 중에서
엄선한다.
(6) 사무자동화 교육의 강조

미국특허청의 심사관 교육 중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중적인 O/S나 초보적인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의 교육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출원 및 심사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이용교육 등
점차 온라인에서의 업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7)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특히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 이러닝 교육은
2003년 경부터 실시되었는데, 매년 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특허청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
라인 이러닝 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이러닝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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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심사관을 교육장소에 모이게 할 필요가 없고 교육의 동시성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각
심사관이 각자의 수준과 스케쥴에 맞게 교육의 속도와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경제 외적인
효과도 있다. 앞으로는 그 대상이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예상된다.
(8) 심사관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

미국특허청의 심사관 교육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심사관 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즉,
심사관 개인이 특허청이라는 큰 조직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
는 여건을 교육을 통해서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첫째, 주로 신규채용된 심사관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계획(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설계하도록 하며, 이는 현재 이
용가능한 교육과정 등 업무교육만이 아니라, 고객서비스에 필요한 경청의 요령, 간결한 글
쓰기, 효과적인 의사전달, 격지간 의사소통 등 고객과의 의사소통기법도 포함된다. 자기계
발계획은 신규심사관이 특허연수원을 졸업하고 개별 부서(Technology Center. 심사과)에 배
정된 이후에도 각 심사관이 주어진 직무에 필수적인 능력을 얻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된다.
둘째, 심사관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직장윤리, 스트레스조절, 심사의 품질과 실적 간의 균형, 직업의식, 연금 및 재무설계
기초, 일과 사생활의 균형, 소수자 배려, 타협 등의 주제를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심사관이 직장 외의 일상생활에서의 걱정을 덜어주고, 직장 내에서 업무에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조직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무리없이 적응하게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
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도입 또는 개발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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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가. 서

유럽은 1973년 10월 5일에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이 제정되었
고, 유럽특허청(EPO)은 1977년에 오픈하였다.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유럽특허청에 출원되는
발명의 경우에 공식적인 언어는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이다.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명
세서는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럽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데,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개별 국가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따라
서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무효심판은 각 개별 국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특허출원
부터 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EPO에서 관장하고, 단일 특허등록부에 등록되면 단일의 특허효
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2년 단일특허
(Unitary Patent)에 관한 특허패키지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특허분쟁에
대하여 통합된 유럽특허법원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유럽특허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유럽은 현재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본 보고서에는 유럽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인 유럽특허청(EPO), 유럽상표청
(OHIM)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자국 및 타국 특허심사관, 상표 또는 디자인 심사
관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전문가 또는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외에도 유럽에는 지식재산권 기구로서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s Network (EIPIN)”가 있다. EIPIN은 유럽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
화를 가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1999년 공식으로 출범한 기구이다. EIPIN 소속 기관들은 10
여년 이상 동안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학술적 경험들을 더욱
향상시켜 왔다. EIPIN 소속 기관들은 초기의 경쟁 구도에서 차츰 협조 체제로 전환하게 되
었고, 상호 접촉과 방문이 증대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소속 기구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
면서 지식재산 용어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속
기관들은 win-win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EIPIN에는 다음의 5개의 기구가 있
다. 첫째, 영국 런던대학의 퀸메리 지식재산 연구소(Queen Mary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London), 둘째,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 셋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지식재산권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IPI)), 넷째, 독일 뮌헨의 지식재산법센터(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MIPLC)). 이때 MIPLC는 독일 뮌헨의 지식재산 및 경쟁법을 위한 막
스플랑크 연구소, 아우구스부르크 대학, 뮌헨 공과대학 및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 법과대학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
- 196 -

학 법과대학의 지식재산법 및 지식경영(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Knowledge
Management, IPKM)의 Advanced Masters 과정이 있다. 이들 EIPIN에서의 지식재산 교육과정
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나. 유럽의 공공기관

(1) 유럽특허청(EPO)

개요
① 유럽특허아카데미
1)

유럽특허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외부 교육 및 훈련기관에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 EPA) 가 있다. EPA는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
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EPA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유럽특허청(EPO), 스트라스부르의 국제산업
재산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Industrial Property Studies at the Robert Schuman
University(CEIPI)) 등 유럽 및 국제적인 지식재산 기구들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
다. 이러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유럽특허청 및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envention) 동맹국의 특허청 전문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고, 또한 교육생들의 특정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EPA의 지식재산과정 디자인 매뉴얼(intellectual property course design manual)은 대학
강사들이 보다 심도있는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매뉴얼은 지식
재산 강의 교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 참고문헌, 링크와 함께 주요 주제들을 개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매뉴얼은 5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22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이때
5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91)

92)

93)

지식재산 입문
◦ IP 경영 및 상업화(응용): 기술 혁신 경영 또는 비즈니스 경영에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모듈, 기술 마케팅 및 상업화, 공적 또는 사적 연구개발
◦ 지식재산법(응용)
◦

91) 유럽특허청 홈페이지에서 EPA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epo.org/about-us/office/academy.html>.
92) EPA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epo.org/about-us/office/academy/partners.html>
93) <http://www.epo.org/learning-events/materials/course-design-manual/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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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 즉 컴퓨터 과학, 생명공학, 음악 및 미술, 산업 디자인의 지식재산
◦ 연구 프로젝트 : 자신들이 배운 것을 실무 연구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은 대학원생용
모듈
◦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는 유럽특허청의 외부 교육 및 훈련 기구이
다. 그의 임무는 유럽에서 지식재산 훈련 및 교육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유럽특허아카데
미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을 포함하여 유럽 내 및 국제기구들과 폭넓은 공조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의 활동은 국내 특허청 및 관련 기구, 전문가 그룹, 판사 및 변호사, 대
학 및 연구센터,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SMEs)의 표적군을 포함하여 4가지 프로그램 분야로
구분된다.
②

교육대상

유럽특허청은 매년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사
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청의 스텝, 특허 도서관(Patlib 센터)
(b) 전문가, 이들의 조력자, 및 EQE 후보자
(c) 비즈니스 컨설턴트, 산업 및 중소기업(SMEs)
(d) 재판관 및 소송대리인
(e) 특허정보 사용자
(f)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a)

③

교육과정

유럽특허청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유럽 회
원국의 지식재산 관청 및 관련기관의 스텝들을 대상으로 문헌, 특허정보, 서치 및 심사, 지
식재산 경영, 법적 및 소송 관련 이슈들, 지식재산 관청 툴과 기술 등을 교육시킨다. 둘째
그룹은 비유럽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청 및 관련 기관의 스텝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 심
사관을 위한 ‘E’ 교육과정과 특허정보 전문가를 위한 ‘P’ 교육과정이 있다. 셋째 그룹
은 전문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고, 넷째 그룹은 법관과 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다섯째 그룹
은 학자(academia) 및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하 2014년에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중
94)

94) 유럽특허청 홈페이지에서 Learning & Events>events and classroom training>training>national patent
offices로 들어가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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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살펴본다.
유럽회원국의 지식재산 관청 및 관련기관을 위한 교육과정
유럽연합 회원국의 특허청 등의 기관에 근무하는 심사관을 중심으로 재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다음 과정으로 세분화된다:
2)

특허 문헌 및 분류(Documentation and classification)
◦ 특허정보/서치 및 심사(Patent information/Search and examination)
◦ 특히 서치 및 심사(Search and examination)
◦

이 분과는 다음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

유럽특허청 서치 보고서 및 서면의견 이해(How to understand EPO search reports and

written opinions)

서치 보고서 및 서면의견 초안 작성(Drafting search reports and written opinions)
◦ 명확성 및 통합
- 특허출원 분석(Clarity and unity: analysis of patent applications) 초급 및 중급 단계
- 특허출원의 명확성 및 통합 평가(Assessing clarity and unity in patent application) 초
급 및 중급 단계
- 신규성 및 진보성(novelty and inventive step) 초급 및 중급 단계
- 특허출원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Assess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in patent
application) 초급 및 중급 단계
◦ 제약발명
- 분류, 서치 및 심사실무(Pharmaceutical inventions: classification, search and
examination practice) 고급 단계
- 생명공학/의약/산업상 화학 분야에서 심사실무(Examination practice in the fields of
biotech/pharma/industrial chemistry) 전문가 단계
◦ 지식재산 평가 및 상업화: 아이디어에서 비즈니스까지(IP valuation and
◦

commercialisation: from ideas to business)
◦

유럽연합 및 정부 관료들을 위한 지식재산: 지식재산과 글로벌화(IP

for EU and

government officials: IP and globalisation)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BAC8A0C085736F9DC1257CB000341F57/$FI
LE/Academy_Catalogue_2014_April_update.pdf>(2014년 11월 2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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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소송상 쟁점
특허출원에서 획득까지 유럽특허제도(European patent system from filing to grant),
유럽특허청에서 이의신청 절차(Opposition procedure at the EPO), 단일 특허 및 단일
특허법원(The unitary patent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특허조약 제39조 특
허획득 후 특허료 관련 행정(Administration of Article 39 EPC renewal
fees(post-grant))

-

지식재산 관청 툴 및 기술
특허문헌표준: 데이터 호환용 툴 및 시스템 상호교환성(Patent documentation
standards: tools for data exchange and system interoperability), 심사관과 특허변호사/
출원인 간 유효한 소통(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patent examiners and patent
attorneys/applicants), 외부 아웃리치 활동: 지식재산 관청을 위한 소통 계획(External
Outreach activities: communication plan for IP offices)

비-유럽국가들의 특허청 및 관련 기관을 위한 교육과정
유럽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출원의 절반 이상은 유럽특허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
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특허청은 이들 국가들의 특허청 및 관련 기관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재교육은 유럽특허청의 국제 협력 정책의 범주 내에
서 유럽특허아카데미에 의해 시행된다. 강사는 10년 이상 특허관련 전문 경험을 가진 전문
가들이다. 교육과정에는 특허 심사관을 위한 교육과정 “E”가 제공되며, 특허정보 및 특허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정 “P”가 있다.
3)

①

교육과정 E1에서는 특허요건(patentability)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

가) 모듈 E1.1(특허, 기본 - 원격 학습 과정):
특허 입문, 특허문헌 구조, 특허제도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특허성 판단에 대한 입문
(

나) 모듈 E1.2(특허, 응용 - 원격 학습 과정):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평가, 비단일성 처리, 문제해결방식(Problem-solution approach),
명세서, 특허성 예외
(

다) 모듈 E1.3(특허, 교육자 훈련 - 원격 학습 과정):
교육학적 원칙, 적절한 사례 준비 및 재교육 자료, 소프트 스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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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듈 E1.4(특수 기술 분야에서 특허 - 클래스룸 과정):
클레임 분석, 특허성 기준, 적절한 서치 전략 개발
(

②

모듈 E2에서는 특허 서치의 내용을 배운다:

입문과정은 새로운 심사관 또는 제한된 경험을 가진 심사관들에게 서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매일 근무환경에서 자유롭게 서치 툴을 사용하여 서치하고 있는 경험많은 심사관
들에게는 응용 모듈을 제공하여 이들 심사관들의 경험을 통합하고, 이들의 기술을 증진시켜
서치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특히 모듈 E2.3은 각국의 특허청에서 젊은 심사관들이 상당수
차지하는 경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듈이다.
가) 모듈 E2.1(특허 서치 - 원격 학습 과정):
클레임, 명세서 및 실시예를 중심으로 특허출원 이해 특허 입문; 검색표 설정; 검색결과
분석
(

나) 모듈 E2.2(특수 기술분야에서 서치 - 클래스룸 과정):
프리 데이터베이스, 비-특허문헌, 기술분야 특정 데이터베이스
(

다) 모듈 E2.3(서치, 교육자 훈련 - 원격 학습 과정):
교육학적 원칙, 적절한 사례 준비 및 재교육 자료, 소프트 스킬
(

③

모듈 E3의 교육과정(EPOQUE Net를 이용한 특허 서치)

이 과정은

시스템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입문과정은
EPOQUE Net가 각국 특허청에서 운영되고 나서 바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응용과정은
EPOQUE Net 사용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각각 서치의 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EPOQUE Net가 심사관의 일상 근무 흐름도에 완벽하게
통합된 각국 특허청에 대해서는 교육자 교육(train the trainers)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
EPOQUE Net

가) 모듈 E3.1(EPOQUE Net 입문자 - 클래스룸 과정):
EPOQUE Net에 대한 입문,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의 언어(정보의 검색을 위해 설계된 전
용 언어), EPOXY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

나) 모듈 E3.2(EPOQUE Net 유지 교육 - 원격 교육 과정):
근접 운영자, 특허 패밀리, 분류(CPC 코드), 뷰어, 동의어와 기타 분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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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듈 E3.3(EPOQUE Net 교육자 훈련 - 클래스룸 과정):
교육학적 원칙, 적절한 사례 준비 및 재교육 자료, 소프트 스킬
(

④

모듈 E4의 교육과정(분류)

모듈 E4는 각국 특허청에서 분류 스킬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문과정인 원격학
습과정은 국제특허분류(IPC) 또는 유럽에서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를 기초로 한다.
가) 모듈 E4.1(분류 입문 - 클래스룸/원격학습 과정):
특허분류(IPC) 입문, 입문자를 위한 특허검색분류 및 특허문헌분류(IPC 또는 CPC), CPC
개론, 특수 기술분야에서 CPC 및 서브-클래스 수준까지 교육
(

나) 모듈 E4.2(분류, 교육자 훈련 - 원격학습 과정):
교육학적 원칙, 적절한 사례 준비 및 재교육 자료, 소프트 스킬
(

⑤

모듈 E5의 교육과정(출원인과의 소통)

모듈 E5는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서 주요 사아들을 소통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다. 입문 과정은 각국 특허청이 유럽특허청에 의해 이미 처리된 특허출원에 대한 서치 산물
을 사용할 수 있는 기초과정을 제공한다. 클래스룸 교육과정은 서치 보고서 및 유럽특허청
심사관이 공표한 서면 의견을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각국의 심사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응용과정은 각국의 심사관들이 유럽특허청의 질적 기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서치 보고서 및 서면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상당한 수의 특허
출원이 있는 특허청의 경우에 서치 보고서 및 서면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자 훈련(train the trainers)’ 과정은 이들 주제에 대하여 동료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
로 경험많은 심사관들을 위해 조직된 것이다. 이외에도 부가 모듈은 응용 모듈로, 특히 다
수의 외국 특허출원이 계류 중인 특허청의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가) 모듈 E5.1(유럽특허청 근무 생산물의 재활용 - 클래스룸 과정):
유럽 서치 보고서 및 서면의견서의 검색 방법, 파일 검색 - 유럽특허청 심사관들의 다른
근무 산물들에 대한 자문
(

나) 모듈 E5.2(서치 보고서 및 서면 의견 - 원격학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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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요건 적용, 서치 보고서 및 서면의견서 작성
다) 모듈 E5.3(서치 보고서 및 서면의견서 작성, 교육자 훈련 - 클래스룸/원격학습과정):
교육학적 원칙, 적절한 사례 준비 및 재교육 자료, 소프트 스킬
(

라) 모듈 E5.4(효율적인 특허심사 - 원격학습과정):
출원인과의 소통, 보정, 2번째 특허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
(

⑥

모듈 E6 교육과정(교육의 지속성)

이 모듈은 우선 심사관 교육이 해당 특허청과 유럽특허청 모두에게 상당한 투자를 요구
하는 특허청을 위하여 제공된다. 이 과정은 원격학습과정으로 진행되고, 전통적인 워크숍
또는 온라인 강좌가 제공된다. 이 모듈은 유럽특허청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으로부터 각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장기간 가치를 각국 특허청이 얻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들의 내부 교육 이외에도 코칭 구조를 설정하는데 투자하는 특허청
이 교육의 지속성을 목적으로 제공된다.
가) 모듈 E6 (코치 훈련 - 원격학습과정)
코치 선택, 코칭의 기초, 학습자의 일지 사용법
(

⑦

모듈 E7 (EPO 이해 증진시키기)

모듈 과정은 유럽특허절차의 특징 및 유럽특허청에서 최근 쟁점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E7

가) 모듈 E7.1(유럽특허 부여절차 - 원격학습과정):
유럽특허, 통합특허(Unitary patent)에서의 특허부여절차
(

나) 모듈 E7.2(유럽특허청에서 항고부 - 클래스룸 과정):
유럽특허청 항고부의 기능 및 내부 조직, 유럽특허청 판례(case law)
(

다) 모듈 E7.3(질 보장 - 원격학습과정):
가이드라인/매뉴얼, 내부 절차, 질 평가
(

라) 모듈 E7.4(데이터 교환 표준 - 클래스룸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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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표준 교환 포맷, 가공과 보정, 데이터 교환 준비

마) 모듈 E7.5(ISA 및 IPEA로서 EPO - 원격학습과정):
ISA로서 EPO에서의 절차, 국제 서치 보완, IPEA로서 EPO, EPO에서 Euro-PCT 절차
(

⑧

모듈 P1 교육과정(EPO 특허정보 서비스 및 산물 이용)

모듈 P1 교육과정은 각국 특허청의 특허정보의 이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기초과정은 초보자를 위한 특허정보에 관한 오픈-액세스 e-모듈을 구성하며, 이때 현행 유
럽특허청의 특허정보 산물 및 Espacenet와 European Patent Register에서 특허정보 검색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응용 과정은 전문가를 위한 EPO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모듈 P1.1(특허정보 기초 - 클래스룸/원격학습 과정):
정보 용어 소개, 특허부여 시스템, EPO 특허정보 산물, Espacenet와
Register에 대한 지도제
(

European Patent

나) 모듈 P1.2(전문가용 EPO 특허정보 산물 - 원격학습과정):
전문가용 특허정보서비스 검색, 아시아 특허정보, EP bulletin, 글로벌 특허 인덱스(GPI),
법률 데이터, PATSTAT 이용
(

다) 모듈 P1.3(Espacenet와 European Patent Register 전문가 되기 - 클래스룸 과정):
Espacenet의 구조 및 설계, 서치 선택, 결과 분류 및 공유, 스마트 서치, CPC를 이용한
서치, Common Citation Database(CCD), 기계에 의한 번역, 소송 및 법률 데이터
(

라 모듈 P1.4(GPI 및 European Patent Register 전문가 되기 - 클래스룸/원격학습 과정):
GPI의 구조 및 설계, 서치 선택, GPI 주문제작, 기계에 의한 번역, 서치 전략
( )

⑨

모듈 P2 교육과정(특허정보 및 특수한 기술)

모듈 P2 교육과정은 첨단기술에 관한 특허정보의 이용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2개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교육과정 구조는 정책판단 결정자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전략 및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활용된다.
가) 모듈 P2.1(특허정보 및 클린 기술 - 클래스룸 과정):
CPC 개론, Y 섹션, Y02 설계 서치, 서치 결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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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듈 P2.2(특허정보 및 스마트 전기 그리드 - 클래스룸 과정):
CPC 개론, Y 섹션, Y04 설계 서치, 서치 결과 해석
(

⑩

모듈 P3 교육과정(각국 특허청의 아웃리치 활동 지원)

대부분의 각국 특허청들은 특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개별 특허제도의 현행 및
미래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특허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은 클래스룸 또
는 웹 기반 교육과정으로, 각국 특허청에서 역량을 높이고, 스킬을 개발할 목적으로 제공된
다.
- 유럽특허청이 개발한 3가지 특별 산물을 이용하여 교육자를 교육하기: Espacenet,
Global patent index(GPI) 및 대학에서 특허 교육을 위한 Patent Teaching Kit
- 특허 라이브러리 센터에서 유럽 최고의 실무 및 ip4inno 방법론을 어떻게 가장 잘 이
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개발
가) 모듈 P3.1(Espacenet 교육자 훈련 - 클래스룸/원격학습 과정):
교육학적 원칙, 기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전달 방법 및 미디어, 개인지도 연습
(

나) 모듈 P3.2(GPI 교육자 훈련 - 클래스룸/원격학습과정):
교육학적 원칙, 서치 전략, GPI에서 서치 선택, 전문가용 특허정보서비스에서 특허정보
툴, 소송 및 법률 데이터
(

다) 모듈 P3.3(Patent Teaching Kit 개선에 있어서 교육자 훈련 – 원격학습과정):
교육학적 원칙, teaching kit 구조, 제법, 사례
(

라) 모듈 P3.4(ip4inno 교육자 훈련 - 클래스룸/원격학습 과정):
교육학적 원칙, ip4inno 모듈에 대한 영향: 특허 기초, 비즈니스의 결정권자용 특허정보,
Espacenet에서 특허 서치, 지식재산에 대한 SMEs를 위한 Espacenet PR 작업에서 실무 워
크숍
(

마) 모듈 P3.5.1(특허출원 전 서치에 대한 교육자 훈련 및 로컬 지식재산 센터용 자문 서
비스 - 클래스룸/원격학습 과정):
교육학적 원칙, 특허출원 전 서치, 정보성 서치 보고서, 라이선싱에 대한 자문에 미치는
개인지도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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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모듈 P3.5.2(특허출원 전 서치 및 로컬 지식재산 센터용 자문 서비스 - 원격학습 과

(

정):
특허출원 전 서치, 정보성 서치 보고서, 라이선싱에 대한 자문

전문 대리인(Professional representatives)를 위한 교육과정
유럽특허 아카데미는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 절차를 전반적으로 효율성있게 진행하기 위
하여 유럽특허청에 대한 전문 대리인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업 관련 재교육
을 시행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유럽특허 전문변호사 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
EQE) 수험생들을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EQE 온라닝 교육과정은 폭넓은
자료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수십 시간의 비디오 기록물 및 가상 클래스룸
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Euro-CEIPI” 배너 하에 클래스룸 교육을 조직할 때
CEIPI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니어 전문 대리인들이 유럽특허청 심사관, 변호사 및
항소부 심판관들을 교육한다. 본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다.
4)

사전 시험 및 페이퍼 C 과정 (www.eqe-online.org/pre-exam/course)
- 주요 EQE 토픽에 대한 심도깊은 주제
- 추가의 일련의 다중-선택 질문들
- 비디오를 활용한 개인교육
- 응용 사례 연구
- 튜터와 함께 가상 클래스룸 세션
- 포럼에 대한 접근

① EQE

② EURO-CEIPI (www.ceipi.edu)

유럽특허법에 대한 기초 교육과정
- EQE 사전 시험을 위한 CEIPI 세미나
- 사전 시험을 위한 준비교육 과정
- Pre-prep 과정
- EQE를 위한 예비 세미나
- 스페셜 Paper C 과정
- Paper C를 위한 준비 과정
-

온라인 (www.eqe-online.org)
- 과거 EQE 시험문제 및 시험 테크닉을 포함하여 8,000명의 등록된 사용자들에 대한 포
럼

③ E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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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 Paper D를 위한 시간 제한 계산기
- 일상적 질문
-

- EQE wiki
-

회보

후보자 지원 프로젝트 (www.eqe-online.org/CSP)
- EQE 시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세션 및 준비 방법
- 클래스룸 교육 및 개인교육
- 원격 교육(고전적 및 현대적 미디어 기반), 이때 학생들끼리 지식 교환, 유럽
특허
청 또는 epi 교사들에 의해 피드백되는 가상 클래스룸 교육, 임무 및 과제
- 개인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 epi 코치

④

구두변론(Oral proceedings) 워크숍
- 유럽특허청에서 구두변론 - 준비, 에티켓 및 실시
- 중요한 변론적 관점 및 구두변론 관련 사례
- 특허변호사로서 유럽특허청 이의신청 절차를 다루는 방법
- 1심 및 항소심에서 구두변론의 차이점
- 모의 구두변론으로서 코칭된 사례 연구
-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

⑤

실습 인턴
- 유럽특허조약에 대한 클래스룸 교육
- 유럽특허청에서 소송법 및 특허실무
- 유럽특허청에서 서치 툴
- 유럽특허청에서 분류 문제
- 심사관들과 인턴십
- 항소부 심판관들과 인턴십

⑥

법관과 검사를 위한 교육과정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를 부여하는 기구이지만 이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재판부는 아니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 특허에 대한 소송이 동시에 병행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
미하며, 서로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이 각국의 법관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유럽특허아카데
미(EPA)는 법관들 사이에 특허소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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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히 2013년 초에 통합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urt, UPC)를 설립하는 조약이 서명되었고, 이는 하나의 법원이 단일특허
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법원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카데미(EPA)는 법관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특허문제에 대한 교육을 지원
한다. 특허부여절차, 특허소송의 쟁점 및 침해절차와 특수 특허법 이슈들은 스터디 방문,
인턴십, 컨퍼런스,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특
히 2012년에 EPA는 유럽특허청의 법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이때 각국 법관들은
1개월동안 항소부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진다. 피교육자들은 1주 동안 특허요건 및 항소 절
차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으며, 남은 3주 동안 항소부 체험을 한다.
2014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특허소송 및 소송절차
(Patent litigation and procedures)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세미나는 유럽특허아카데미
(European Patent Academy EPA) 및 터키 특허연구소(Turkish Patent Institute)에 의해 조직
되었고, 영어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는 입문단계 수준의 특허침해 및 소송절차에 대한 개론
을 제공하며, 세미나 기간동안 유럽에서 특허소송에 관련된 실체법적 및 소송법적 이슈들을
다룬다. 이 세미나의 대상은 유럽특허조약 회원국들의 판사 및 검사들이다.
특허소송 세미나 (초급과정)- 사례
- 유럽에서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에 대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 통합특허법원 개론
- 유럽에서 특허제도의 구조 및 특허요건
- 보호범위
- 보호범위에 대한 실무 워크숍
- 방어 및 소송상 쟁점
- 집행 지침(Enforcement Directive)의 시행
- 쌍방향 모의재판
- 구두변론 관람

①

특허소송 세미나 (중급과정) - 사례
- 유효성 이슈, 예컨대 사례 연구를 통한 진보성과 충분성
- 기여침해
- 유럽특허조약 제69조에 의한 클레임 해석
- 구제조치 및 가처분
- 모의재판

②

③

특허소송 세미나 (특수한 주제 및 중급 과정)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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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및 화학/제약 화합물의 기초
-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 판결
- 계류중 이의신청 절차 - 입법례 비교
- 제약 분야 사례에서 보호범위와 유효성 사이의 긴장관계
- 사전 가처분
- 전문가의 역할
-

유럽특허청 방문
- 출원의 주기
- 특허요건
- 사례 연구
- 항소 절차
- 보호범위 및 워크숍
- 구두변론 관람

④

법관 인턴십 프로그램
- 실제 사례 연구 및 구두변론 참여
- 뮌헨지방법원 및 독일연방특허법원 방문
- 항소부와의 교환 세션
- 법관 인턴이 특허변호사가 주장하는 사례를 주재하는 모의재판

⑤

아카데미 학자 및 비즈니스를 위한 교육과정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대학 등 학술기관 및 공곡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문화를 강화
할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각국의 특허청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진행된다.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기술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중 과학지식을 증
대시키는 것 이외에도 특허보호를 받고 상업화되는 경우도 많다. 명료한 지식재산 정책 및
적절한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는 모든 이익이 기술이전 또는 상업화 등 이러한 투자로부터
유도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학생들, 즉 미래의 엔지니어, 변호사, 연구원, 디자이너, 매니저 및 기업가들은 지
식재산의 성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에 중요하다. 이들이
특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교육기관들이 최적의 위
치에 있다. 아카데미는 이들 기관들이 과학, 공학,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로 지
식재산 관련 문제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과정의 목표는 교수, 선생님, TTO 스탭을
교육하고, 교육적 구조의 틀 안에서 일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입장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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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다. 따라서 아카데미는 지식재산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최소 기준을 제공하려고 한다.
특히 EPA는 유럽상표청(OHIM)과 공조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일련의 교육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들 모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섹션 1: 지식재산 기초
- 지식재산 기초
- 특허
- 데이터베이스
- 상표
- 디자인
- 원산지 표시
- 실용신안
- 식물변종권리
- 반도체칩 회로설계
- 저작권
- 영업비밀

①

섹션 2: 지식재산 응용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 영업비밀과 저작권
- 지식재산 관리 정책, 전략 및 경영

②

③

섹션 3: 지식재산 서치 툴

- Espacenet
-

유럽특허등록부

- TMview

또한 EPA는 지식재산 교육과정 디자인 매뉴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강사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은 모든
분야의 지식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은 교육 스탭에게 이들의 지식재산 과정들이
디자인되는 방법 등을 제공한다. 각 섹션에서 교육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섹션 1: 도입부
- 지식재산 소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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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소개
- 지식재산 역사
-

섹션 2: 지식재산 경영 및 상업화
- 파이낸싱 및 지식재산
- 지식재산의 상업화
- 지식재산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 지식재산, 연구개발 및 지식 이전
- 특허정보 이용
- 지식재산 평가
- 지식재산 자산 방어전략: 지식재산 침해 및 비밀 침해
- 지식재산 및 상당한 주의

②

섹션 3: 지식재산권법
- 지식재산 계약
- 지식재산 및 경쟁법
- 지식재산 소송

③

섹션 4: 지식재산법 및 특수 분야별 지식재산 관리
- 컴퓨터 과학자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재산
- 생명공학자를 위한 지식재산
- 지식재산과 창작 기업
-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

④

섹션 5: 학생 프로젝트
- 친 환경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EST)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정보
이용
- EST 기반 스타트업 개시 / 분리(spin-off)
- EST에 대한 국제 지식재산권법의 효과

⑤

이외에도 산업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가 지식
재산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EPA는 거의 60시간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ip4inno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모듈은 지식재산권을 획득 및 유지하는 것에 관한 비즈니스
쟁점들을 다루고, 또한 지식재산권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어떻게 기술혁신을 상업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 211 -

있다.
섹션 1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및 식물변종
- 등록 상표 및 디자인
- 비즈니스에서 특허, 상표 및 디자인의 이용

①

섹션 2 : 기타 지식재산권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소프트(soft) 지식재산
- 비즈니스에서 저작권과 소프트(soft) 지식재산의 이용

②

섹션 3 : 특허정보
- 비즈니스 결정을 위한 특허정보
- Espacenet에서 특허 검색
- Espacenet에서 실무 워크숍

③

섹션 4: 지식재산 상업화
- 지식재산 상업화
- 지식재산을 둘러싼 비즈니스 계획
- 지식재산 라이선싱
- 지식재산 평가 및 재정
- 오픈 이노베이션

④

섹션 5 : 집행
- 지식재산권의 집행
- 실무 사례 및 연구
- 특허 집행 및 ADR

⑤

섹션 6 : SMEs를 위한 교육
- ‘창작’ 기업, ICT와 소프트웨어 및 생명공학의 3가지 다른 분야에서 지식재산 쟁점
- 메시지 판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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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 l

M ar k et , OHI M )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은 스페인 알리칸테
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상표에 관한 1993년 12월 20일 유럽이사회 규정 제40/94호
에 근거하여 설립된 1994년 3월 15일 신설된 유럽연합 기구로, 유럽공동체 상표 및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을 관리하는 유럽연합의 중요한 기구이다. 유럽상표청(OHIM)에는 유럽공동체
의 상표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OHIM 아카데미 가 2011년 5월에 개설되었다. OHIM 아카
데미는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관련 많은 법률사무실, 비-유럽연합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파트
너십을 통해 지식재산의 교육 및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OHIM 아카데미는 OHIM 내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 OHIM 아
카데미는 유럽의 상표와 디자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OHIM 전략에 대한 비전을 담당
하고 있다는 점이다. OHIM 아카데미는 유럽연합의 개별국 및 지역 지식재산관청들의 지식
재산 전문가들은 물론 유럽연합을 벗어나서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OHIM 아카데미는 일반적인 지식재산 주제들로부터 상표와 디자인의 모
든 쟁점들을 포함하는 특별 과정에 이르기까지 20 모듈 이상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 및 WIPO 아카데미 등 국제기구들과 파
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OHIM 아카데미는 비디오와 이러닝과 페이스-투-페이스(face-to-face) 교육과정을 병
행하고 있다. 특히 OHIM 아카데미 러닝 포털(OHIM Academy Learning Portal)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정도 함께 제공하는 등 폭넓은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OHIM 아카데미는
매년 세미나, 교육과정,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학기별 과정과 OHIM의 지식재산
여름학교처럼 네트워킹 기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5일간의 집중 단기과정은 과정 참여자
들을 지식재산의 세계로 입문시키며, OHIM, 유럽특허청, WIPO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된
다. 이들 과정은 최첨단 지식재산 분야의 지식에서 개인적 발전과 언어 습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OHIM 아카데미는 내부 연수과정과 외부 연수과정을 동시에 제공하
고 있다.
95)

96)

97)

내부 연수(Internal training)
OHIM 아카데미는 후술하는 과정들을 통해 유럽상표청의 스탭의 전문성과 경험을 향상시
키고 있다:
1)

95) 홈페이지: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home> 참조
96)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97) 홈페이지: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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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언어(Languages)
-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ies)
- 팀 구축(Team building)
- 소프트 기술(Soft skills)
- 재정(Finance)
- 인력(Human resources)
- 질(Quality)
- 인프라/위생과 안전(Infrastructure/health and safety)
- 경영(Management)
-

외부 연수(External training)
OHIM 아카데미의 외부 연수과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과 지역 지식재산 관청의 파트너
들의 훈련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 과정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심사(Examination)
- 이의신청(Opposition)
- 취소(Cancellation)
- 디자인(Designs)
- 국제 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s)
- 원산지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판례법(Case-law)
- 집행(Enforcement)
- 지식재산 개론(General IP)
2)

아카데미 러닝 포털(OALP)
OHIM 아카데미는 OHIM 아카데미 러닝 포털(OHIM Academy Learning Portal (OALP))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OHIM 아카데미, 학습 및 지식 공유 허브용 온라인이다. OALP는 지
식재산 학습자의 학습 요구가 다른 경우에, 지식재산 지식수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온
라인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의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다음
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3) OHIM

98)

①

외부 사용자를 위한 공통되는 기법(General Skills for External users)

98) 홈페이지: <https://oami.europa.eu/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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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약속(Making time)
- 자신에 대한 확신(Assert yourself)
- 인터뷰하는 경우에 행동(Behavioural interviewing)
- 인터뷰하는 경우에 필수사항(Essential of interviewing)
- 미팅하러 가기(Going to a meeting)
-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디어(Idea into action0
- 팀워크(Teamwork)
- 변화있는 삶(Living with change)
- 변화를 관리하기(Managing change)
-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 레포트 작성(Report writing)
- 직설 화법(Straight talking)
-

②

외부 사용자를 위한 지식재산 과정

99)

가) 기초 단계

(

가) 넛첼(Nutshell)에서 CTM(CTM in a Nutshell) - 증명서 있음
이 과정은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유럽상표청(OHIM)의 범위와
기능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닝 툴이다. 이 정보는 8개의 이러닝 모듈로 구성된
다.
나) 넛첼에서 RCD(RCD in a Nutshell) - 증명서 있음
이 과정은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제도에 관한 핵
심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닝 툴이다. 이 정보는 7개의 이러닝 모듈로 구성된다.
다) 지식재산 교육 키트(IP Training Kit)
유럽상표청(OHIM)과 유럽특허청(EPO)은 지식재산 교육 키트 온라인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에 관한 거의 또는 전혀 지식이 없는 학생들의 대학 교수들을 위하여
개발되었고,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기본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 교육 키트
99) 홈페이지: <https://oami.europa.eu/knowledge/mod/page/view.php?id=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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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럽특허청과 유럽상표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
는 교육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식재산 교육 자원들중
하나이며, OHIM 아카데미 러닝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닝
이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이러닝 과정이다.
이 과정은 “왜 지식재산이 중요한가”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2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분된다.
100)

나) 중간 단계

(

가) 지식재산법 개론(IP Law in general)
지식재산 입문(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 저작권과 특허(개론)
- 지식재산권의 집행(개론)
-

나) 상표
상표(개론)
- 유럽공동체상표 입문 I : 통합 특성과 절대적 거절이유
- 유럽공동체상표 입문 II : 상대적 거절이유
- 특수한 상대적 거절이유 제8조 제4항, 제5항, 무효사유
-

다) 디자인
-

공동체 디자인 입문(2013년)

라) 특허
특허정보 투어(Patent information tour)
- Espacenet 보조
-

100) 상세하게는 <https://oami.europa.eu/knowledge/course/view.php?id=15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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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럽특허청에 의해 개발된 이러닝 모듈이다. Spacenet는 발명, 기술발전 등 정보
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특허 문서에 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교육과정은 검색 전략, 파워 팁, 배경기술 정보 등 사용
자가 Espacenet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며, 언어는 독일어,
영어 및 불어이다.
- 유럽특허 등록 보조(European Patent Register Assistant)
이 과정은 유럽특허청에 의해 개발된 이러닝 모듈이다. 이 과정은 유럽특허등록부와
등록 경고 서비스(Register Alert servic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온라인 교
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단순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과 파일 검
색 방법을 학습시킨다.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다. 이 과정은 유럽 특허등록 소개
(T1), 등록부에서 원하는 사항 검색하기(T2), 특허파일 감시(T3), 파워 팁(T4), 심도 있
는 정보(T5)로 구성되어 있다.
- 유럽출원의 발명의 단일성의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f Unity of Invention of a
European Application)

공조 특허분류(CPC) 개론
공조 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는 유럽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새로운 특허분류 시스템의 이름이다. 이 과정은 특허절차를 보
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효율성을 전달하며, 두 기관의 최상의 분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중복된 업무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특허출원을 위한 가이드; 어떻게 유럽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

마) OHIM 지식재산 툴
웹사이트 개인교수법 / 비디오
- TM 클래스 및 분류학
상표분류실무는 상품과 서비스를 45개로 분류하고 있는 니스 분류를 따른다. 각각의
분류는 단지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 분류 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류 전문가가 아
닌 자는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올바른 용어를 위치시키기 매우 어렵다. 또한 유사한 용
어들이 다른 분류군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하기
어렵다. 이에 새로운 분류학(Taxonomy)을 도입하여 분류과정을 돕는다. 이는 사용자에
게 더욱 사용하기 용이하며,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정밀하게 하는 것이 용이해진
다. 이 신 분류체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관청, OHIM, WIPO의 협력 하에
개발되었다.
-

다) 고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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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s) – 심사관의 직업 교육
혼란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이 과정은 유럽공동체상표규정(CTMR) 제8조 제1항(b)의 혼란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및 요소들을 살펴본다.
- 상대적 거절이유
유럽공동체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에 이의신청 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유럽공동체상표규정 제8조의 이의신청의 모든 사유들과 동 규정 제42조의 ‘사용에
대한 입증’ 방어에 대하여 살펴본다.
- 툴과 소스 예비 작업(Tools & Sources Preparatory work)
이 과정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설명하며, 상표심사관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론적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이의신청 파일의 승인과 입증에 대한 유럽상표청의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문 작성에 필요한 툴과 소스, 예컨대 내부 및 외부 OHIM 데이터베
이스, 사적 데이터베이스, 상표심사관들에게 유용한 문헌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OD
의 Insite 영역을 제공한다. 또한 이의결정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의신청의 이전 단계들
을 체크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 이의신청 절차(Opposition proceedings)
- 상품과 서비스 비교(Comparison of goods and services)
이의신청 절차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 이의결정에 대한 툴: Decision Desktop – 템플릿 발전기
이 과정은 Decision Desktop – 템플릿 발전기(Template Generator)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습한다. 또한 ‘decision tree’를 어떻게 사용하고,
'bookmarks‘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또한 이의결정 초안(드래프
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사례 시나리오를 위한 표준 문장들을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대하여 유럽상표청의 Decision Desktop – Template Generator 툴의 사용
법을 학습한다.
- 표장 비교: 잠재적 및 식별력있는 요소
이 과정은 분쟁상태에 있는 표장들 중 일부가 잠재적인지 아니면 보다 식별력있는 요
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식별력 및 글로벌 평가
이 세션은 유럽공동체상표규정(CMTR)의 상대적 거절이유들과 혼란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원칙들, 이의결정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툴과 소스, 이의신청 파일의 승인과 입
증 평가에 대한 유럽상표청의 실무 등에 대하여 상표심사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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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었다. 이 세션은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논거 및 증거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상표심사관이 준비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이의신청의 결
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습한다.
- 효율적 결정문 작성(Effective decision writing)
이 과정은 상표심사관들이 이의결정문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확인하고 시행하는데 준
비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확인되어야 하는 사례에서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
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의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설
되었다.
나) 사례(Case law)
2013

년 11월, 2014년 1월, 2014년 4월, 2014년 7월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프랑스어: OMPI,
Organisation mondial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는 유엔의 특별기구 16개 중 하나로
1967년 스톡홀롬에서 서명되어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184개국을 회원국으로 갖고 있으
며, 24개의 국제 조약을 관할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IPO의 교육은 WIPO 아카데미
및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WIPO
아카데미는 지식재산제도를 이용하는 국가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
하고자 1998년에 개설되었다. 주로 무역, 이노베이션(기술혁신), 건강, 응용과학, 정보기술,
창작 산업과 연계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시키는 학제간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WIPO 아
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풍성한 포트폴리오의 일반 및 전문화 과정은 발명자
와 창작자, 비즈니스 매니저와 지식재산 전문가, 정책 입안자와 지식재산 기관의 정부 관
료, 외교관, 지식재산 강사,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법론
적으로 전통적인 대면식 교육과 원격학습 과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4년 WIPO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있다.
101)

102)

전문적 개발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참여자들을 위하여 매년 20개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구
성되어 제공하고 있으며, 각 과정의 내용, 대상, 강의 언어,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1)

101) 홈페이지 <http://www.wipo.int/academy/en/> 참조.
102) <http://www.wipo.int/export/sites/www/freepublications/en/training/467/wipo_pub_467_2014.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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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의 지원자는 원격학습 과정(DL-101) “General Course on Intellectual
Property”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원격학습과정(DL-101)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
원자는 WIPO 아카데미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wipo.int/academy)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DL-101 과정이 포함된 CD-ROM을 WIPO 아카
데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원자는 본인이 교육받으려고 하는 과정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원자들의 합격은 WIPO가 진행하며, 합격한 지원자에 대하여는 직접 고지한다.
①

특허심사관을 위한 특허정보 및 서류에 대한 WIPO/APO의 고급 교육과정

이 과정은 오스트리아 특허청(APO)와 협력 하에 조직되었으며,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및 부여 절차
- 반도체설계도의 등록 및 보호 요건
- IPC-ECLA 특허분류
- 제약 제품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최신 이슈, 유럽공동체와 TRIPS 조약에서 도하 선언
이 시행
- 특허에서 진보성(inventive step)
- PCT와 APO(오스트리아 특허청)
- 특허행정에 있어서 전자 데이터 가공처리
- INID 코드를 사용하여 특허문서에서 문헌자료의 통일성있는 제공
- 정보 서비스: 도서관, 정보 단위체, 등록부, 법적 및 기술 문의, 선행기술 서치, 특허성
에 대한 서면 견해
- 온라인 서치를 위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론
- 유럽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EPOQUE 실무
- 비특허 데이터베이스, 실시예, 유용한 링크들
- 그룹 테크닉에서 품질관리제도(QMS)
- 제약제품 및 해충제 분야에서 특허를 위한 보충적 보호증명서(Supplementary
-

Protection Certificates (SPC))

컴퓨터에서 시행된 발명, 실시예 토론, 유용한 링크들
- 생명공학 발명
-

②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검색 및 심사에 대한 WIPO/GPTO의 고급 교육과정, 독일, 뮌헨

이 과정은 독일특허청과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특허 심사관이며, 영어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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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며, 독일 뮌헨에서 1주 동안 진행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에서 특허심사절차
- 독일특허상표청의 전자 검색 및 아카이브 제도 DEPATIS: 개관 및 입문
- 독일에서 생명공학: 연혁, 현황 및 일반 지식재산 체제의 개관
- 생명공학 및 제약 분야에서 특허출원, 특허심사절차 및 실무(2일 동안)
- 독일특허상표청의 전자 사례 파일 ELSA: 개관 및 입문, Q&A
- “역사적 도시 뮌헨에서 과학자, 발견자 및 발명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투어 가이드
-

③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절차에 대한 WIPO/OMPIC 교육과정

이 과정은 모로코의 산업및통상재산권청(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 (OMPIC))와의 협력 하에 운영된다. 대상은 특허 심사관이며, 아랍어로 강의가 진행되
며,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1주 동안 진행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 및 조직
- 선행기술 검색
- 상표 및 산업 디자인의 등록 절차
- 특허 문서 및 정보
- 정보 서비스: 도서관, 정보 단위(unit), 등록부, 법적 및 기술적 문의사항
- 특허성에 대한 서면 의견
- 온라인 검색을 위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관
- OMPIC

④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에 대한 WIPO/CEIPI 콜로키움

이 과정은 프랑스의 국제산업재산연구소(CEIPI)와의 협력 하에 운영된다. 대상은 연구소의
연구원들이고, 강의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진행된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로버트 슈만
대학에서 6월에 1주간 진행된다. 개설 강좌는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점 및 현재 이슈들
- 기술이전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 지식재산 마케팅: 실무적 접근
- 지식재산 상업화: 실무적 접근
- 기술이전 계약
- 라이선싱: 법적 관점, 기본 원칙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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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 계약의 재정 관련 용어: 가치 및 라이선스료
-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활용
- 라이선싱 협상
-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 지식재산 펀딩: 정부와 대체적 수단(벤처기업 등)
- 프랜차이징: 실무적 접근
- 오픈소스를 포함한 저작권 라이선싱: 실무적 접근
- 기술이전에 있어서 산업과 아카데미의 상호 작용
- 대학이 개발한 기술에 근거한 스핀아웃(spin-out) 및 스타트업(start-up)
- 지식재산 기반 사업을 위한 인큐베이션(incubation)
- 씨드(seed) 비즈니스를 위한 지식재산과 비즈니스
- 대학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감사: 실무적 접근
- 기술이전을 위한 지식재산 기관 정책
-

⑤

프랑스 파리에서 브랜드에 대한 WIPO/INPI 교육과정

이 과정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지식재산관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와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통상부, 산업 및 무역부 공무원, 수출 촉진 협회
들이며, 강좌는 프랑스 파리의 INPI에서 프랑스어로 6월에 1주간 진행된다.
개념 및 용어
- 왜 브랜드 문제인가(why does branding matter?)
- 브랜드의 경제적 중요성
- 브랜딩 기구(branding instruments)
- 회사의 브랜딩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상표제도의 역할
- 회사의 브랜딩 및 서비스 브랜딩
- 브랜드의 재정적 가치
- 브랜딩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브랜딩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 브랜딩 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 브랜딩 관리
- 브랜딩에 대한 홍보(PR) 측면
- 국가의 브랜딩
-

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약 분야의 특허검색 및 심사에 대한 WIPO/ILPO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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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이스라엘 특허청(Israel Patent Office (ILPO))과의 협력 하에 운영되며, 대상은
특허심사관이다. 강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 이스라엘 특허청(ILPO)에서 영어로 진행되
며, 기간은 11월에 1주간 진행된다. 강좌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특허청 소개
- 특허행정부서(Patent Administration Department)의 기능
- 이스라엘 특허제도
- 제약 분야 심사관 팀과의 미팅
- 제약 분야에서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등
- 클레임 유형
- 무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소개
- 제약 관련 서치 전략
- 특허출원 심사 및 심사보고서 제작
- 이스라엘에서 클레임 이슈에 대한 처리방법
- 복제약과 윤리적 산업 사이의 계속되는 줄다리기 전쟁
- 이스라엘 약품 등록소(Drug Registry)
- 전통지식
- 제약 특허에서 연장기간의 역할
- 제약 관련 법원의 판결 분석
- 제약 회사 방문
-

⑦

스위스 제네바 정책입안자를 위한 WIPO-WTO 지식재산 고급과정

이 과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력 하에 조직되어 운영되
고 있으며, 대상은 전 세계에서 지식재산 문제에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이다. 강의는 스위스
제네바의 WIPO와 WTO 본부에서 3월에 2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
다:
국제법 개관 및 지식재산의 정책
- 지식재산 및 경제발전
- WIPO 도서관 방문 및 WIPO 사무관과의 미팅
- 저작권,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적, 정책 및 발전 차원
- 저작권 유연성
- 상표와 디자인,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적, 정책 및 발전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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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적, 정책 및 발전 차원
- 특허,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적, 정책 및 발전 차원
- 지식재산 및 공중위생: 현행 국제적 조망
- 의약 분야에서 TRIPS 하의 선택과 전략: 현재 진행 상태
- WIPO 분쟁해결 및 TRIPS 조약
- 식물의 변종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에서 식물변종 보호
- 지식재산과 경쟁 정책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 현행 국제적 조망과 미래의 방향
- TRIPS와 생물학적다양성 조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관계,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 보호, WTO에서 최근의 쟁점
-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과 WIPO 조정 및 중재 센터
- 지식재산과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 지식재산 집행: 법적, 정책 및 발전 차원
-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 지식재산 분야에서 1차 자료 및 정보 자원
-

⑧

핀란드 헬싱키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WIPO/핀란드 교육과정

이 과정은 핀란드의 교육문화부(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와의 협력하에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직원들이며, 핀란드 헬싱키에서 10월에 2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과정 소개 및 핀란드 소개: 핀란드 사회와 문화, 정부 내에서 저작권 정책 입안, 저작
권 기반 산업의 경제적 기여
- 핀란드, 유럽연합 및 WIPO에서 시사 저작권 이슈들 : 유럽연합에서 저작권, 핀란드
저작권법의 특이사항, 국제적 저작권 현황, 즉 베이징 조약, 저작권 제한과 예외 등
- 지식재산권의 미래 : 인터넷과 지식재산권의 미래, 핀란드 지식재산권 전략, 저작권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영화와 시청각 제작자들의 권리
- 음악 저작물에서 권리 관리 : Teosto 조인(joining Teosto), 저작물의 문서화 및 로열티
배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사적복제 보상제도, 행사 및 배경 음악 사용을 위한
음악 마케팅, 방송에서 음악, 레코딩과 인터넷에서 음악, 저작권 제한 및 예외, 3단계
테스트와 기본권
- 핀란드에서 반-해적행위(Anti-piracy) 저작물 및 유럽연합 국경에서 집행 : 핀란드에서
의 반-해적행위 저작물 및 인식, 인터넷 해적행위, 해적행위에 대한 각국 정부의 협력
및 유럽연합 국경조치에서 특수한 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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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에 대한 상이한 모델 : Kopiosto에 대한 정보; 복사기술, 라이선싱, 설문조
사와 배포; 시청각 저작물과 라이선싱; 시청각 저작물과 배포; AVEK 소개, 시청각 문화
용 증진 센터(Promotion Centre for Audiovisual Culture)
- 저작인접권 관리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집중관리; Gramex; 가수의 권리
- 핀란드 방송사(YLE) 방문 : 방송 관련 권리, 방송 목적의 권리 획득
-

⑨

프랑스 파리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관련 WIPO/France 교육과정

이 과정은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French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와
의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저작권 관련 부처 공무원과 집중관리기구의 직원들이
며, 강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4월에 1주간 프랑스어로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
다:
저작권 보호범위
-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권 집행
- 프랑스 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
- 저작인접권
- 저작권침해에 대한 가처분 및 구제조치
- 위조행위 및 해적행위
-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 공정취급(fair dealing): 유럽연합에서 3단계테스트 및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 실무 및 이슈
-

⑩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대한 WIPO/SGAE 교육과정

이 과정은 스페인의 저자 및 출판업자 협회(General Authors’ and Publishers’ Society
of Spain (SGAE))의 협력 하에 운영된다. 대상은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의 직원들이며, 강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월에 1주간 스페인어로 진행된다. 개설 강좌는 다음과 같다:
저자, 편집자 및 이들의 상속인의 권리의 집중관리
- 저작권자를 위한 법적 자문
- SAGE의 정보 기반 인프라
- 방송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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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 협회에 대한 SAGE의 기술 보조서비스
- 배타적 라이선스, 요금 관리
- 디지털 네트워크, 시청각 제품 및 레코드의 제어 방법
- 계약과 라이선싱에서 SAGE의 경험
- 사적복제(오디어 또는 비디오) 및 비디오와 레코드 지원 장치 대여를 위한 보상권
- 기계에 의한 복제에서 SGAE의 경험
- 법무 서비스 개론: 기능 및 조직
- 소송 서비스: 문화 자문 서비스
- 예술저작물 관리: 시청각 권리의 문서화, SGAE에 의해 경영되는 시청각 저작물과 저
작권의 저작권자
- SGAE의 품질관리
- 기구들간의 관계 및 전략 분석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의 변화
-

⑪

영국 런던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WIPO/BCC 교육과정

이 과정은 영국의 저작권위원회(British Copyright Council (BCC))와의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저작권 관련 부처 및/또는 저작권집중관리기구의 직원들이고, 강의는 영국 런
던의 저작권위원회에서 10월에 2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영국 저작권법: 개별국, 국제 및 지역의 저작권법령에 대한 개론
- 저작권, 상표, 특허 및 디자인의 중복되는 내용들
- 전통지식
-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과 개발도상국
- 저작권법과 경쟁법
- 저작권과 병행수입
- 정책 개발 및 자문과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관련 정부의 역할
- 출판업자의 권리 및 이익
- 저작자와 실연자의 인격권
- 영업방법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 저작자의 권리 및 이익: 문학 및 드라마 저작물의 법적 기반과 사례, 출판권 계약 및
저작자, 에이전트 및 이들의 출판업자 간 관계
- 방송업자의 권리와 이익
- 방송 관련 조약 및 스크립트와 스크린 작가들의 저작물
- 디지털 환경에서 영국방송회사(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에 대한 기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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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 관리
- 감독과 프로듀서의 권리와 이익
- 저작권 라이선싱 에이전시(Copyright Licensing Agency(CLA))의 복사본 및
저작물
- 교육용 사용을 위한 라이선싱
- 영구에서 공중대출권(public lending right)
- 저작권 이해: 영국 음악 권리(British Music Rights)의 역할과 활동
- 영국에서 저작권 소송 및 사례
- 저작권 집행에 있어서 에이전시 간 협조
- 저작권 집행: 컴퓨터프로그램과 게임 프로듀서의 경험
- 법관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 영국 레코드 음악사(British Recorded Music Industry(BPI)) 또는 음반회사들의 국제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IFPI)) 방문
- 인터넷과 하드 카피 해적행위 및 위조행위를 취급하는 IFPI 정책
- Mechanical-Copyright Protection Society (MCPS) Anti-Piracy Unit 소개
- 이미지 관리 및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과 공공 도메인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및 도서관의 디지털화
⑫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상표절차에 대한 WIPO/NIPO 교육과정

이 과정은 노르웨이 산업재산관청(Norwegi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NIPO))와의 협력
하에 운영된다. 대상은 상표심사관들이고, 강의는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NIPO에서 9월에 1
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 상표 및 노르웨이 제도
- 마드리드 체제
- 마드리드 체제: 지정국으로서 NIPO
- WIPO의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SCT)에서의 논제들
- 니스 분류 체제
- 심사 과정: 소개 및 실무 교육(2일)
- 전자출원 및 사례
- 통일된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 이의신청 및 행정적 점검
- 비즈니스
- 성명 대 상표
- 원산지표시
- 도메인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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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본 NIPO 및 상표 관련 업무

원격학습 프로그램(Distance Learning Program)
학술프로그램을 원거리에서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WIPO 아카데미에
서는 원격학습 프로그램(Distance Learning Program)을 개설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지식의 접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프로그램
은 지역의 위치, 사회경제적 배경, 산업 규모 또는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998년 WIPO 아카데미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으로서 원거리 교육을 선정
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왔고, 그 후 186개국의 약 300,000명의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WIPO
원격학습 과정을 이수하였다. WIPO 아카데미는 러닝 방법론과 교육학을 접목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의 교수법 디자인은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및 창조라고
하는 열린 대학에 근거한다. WIPO 아카데미는 원격학습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에 관련된 다
른 기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WIPO 아카데미는 7개의 언어로 지식재산에 관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WIPO의 원격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은 바로 언어의 다양성 및 온라인 학술과 행정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입문 및 일반 과정(Primer and the General
Course on IP)은 WIPO의 6개국 언어, 즉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는 물론 포르투갈어로 이용할 수 있다. 고급 과정은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추가로 아랍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로의 번역이 진행중이다. WIPO 아
카데미 원격학습 과정은 지식재산의 모든 내용들을 다루며, 학습자와 강사는 과정 중에는
온라인 토론 포럼 및 이메일을 통해 원하는 만큼 상호 소통할 수 있다. 원격학습 프로그램
을 통해 제공되는 과정은 현재 다음과 같다:
2)

지식재산에 대한 입문 과정
-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 과정(DL-101)
- 일반적 입문과정: 특허협력조약(PCT) 입문(DL-101PCT)
-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15개의 고급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지식재산 입문(DL-001)
-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 과정(DL-101)
- PCT 원격학습 과정: PCT 입문(DL-101-PCT)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고급 과정(DL-201)
-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에 대한 고급 과정(DL-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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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지식재산에 대한 고급과정(DL-204)
- 식물변종보호를 위한 UPOV 제도 소개(DL-205)
- 특허(DL-301)
- 상표, 산업 디자인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고급과정(DL-302)
- WIPO 규정 하에 조정 및 중재에 대한 고급과정(DL-317)
- 특허정보서치에 대한 고급과정(DL-318)
- 특허명세서 작성 기본에 대한 고급과정(DL-320)
- 도서 출판산업에서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고급과정(DL-401)
- 지식재산관리에 대한 고급과정(DL-450)
- (신설) 파일롯 과정: 지식재산의 경제학과 기술혁신(준비중)
- (신설) 파일롯 과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준비중)
- (신설) 파일롯 과정: 지식재산과 공중위생(준비중)
- (신설) 파일롯 과정: 지식재산과 전통지식(준비중)
- WIPO 아카데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UNISA)에 의해 공동 제공되는 원격학습을
통한 조인트 WIPO-UNISA 지식재산 전문화 프로그램
-

아카데미의 원격학습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양한 사용자들, 즉 이 분야의 전문가들
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외에도 지식재산 정부관
청, 특허변리사, 변호사, 엔지니어, 경제학자, 언론사, 대학생들도 WIPO 아카데미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부터 지식재산에 관한 일반적 및 특별한 논제들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과
정에 대한 등록은 아카데미 등록 및 지불 인터페이스(Academy Registration and Payment
Interface (ARPI))에 의해 진행된다.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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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소재 지식재산 연구소

유럽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독일 뮌헨 지식재산 보호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내 지식재산과정(MIPLC)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CEIPI를 중심으로 살
펴본다.
(1) 독일

뮌헨

소재

지식재산 권 을

위한

막 스 플랑크

연구소( M a x -P l anc k

In s tit u te for IP in Mu nich)

막스플랑크 게젤샤프트(Max Planck Gesellschaft)는 1948년 설립된 이래 17명의 노벨상을
수여할 정도로 독일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연구기관이다. 막스플랑크 게젤샤프트에는 많
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이중 지식재산권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독일 뮌헨에 소재하고 있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연구소로서 유명하며,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연구하는 학자, 박사과정,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연구
하고 있다. 현재는 “기술혁신 및 경쟁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The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로 연구소의 명칭을 바꾸었다. 이 연구소는 1966년 ‘외국
및 국제 특허, 저작권 및 경쟁법을 위한 연구소(the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atent, Copyright and Competition Law)’로 뮌헨에 설립되었고, 2002년에는 연구분야를 반
독점법 및 세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확장 및 개편하기도 하였다. 그후 2008년 재정경제학 분
과가 도입되면서 ‘지식재산 및 경쟁법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세법 및 공공재정
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로 분리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지식재산 및 경쟁법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기술혁신 및 기업가 활동 연구를 위한 뮌헨 센터(Munich Center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Research (MCIER))’를 통합하여 현재의 ‘기술혁신 및 경
쟁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두 개의 교육과정이 있
다. 첫째, 경쟁 및 기술혁신을 위한 국제 막스플랑크 연구소 - 법학 및 경제학 부문
(International Max Planck Research School for Competition and Innovation - Legal and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뮌헨대
학의 경제학과, 경영학부(Munich School of Management) 및 뮌헨대학 법학과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박사학위 프로그램이다. 둘째, 뮌헨 지식재산법센터(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MIPLC))로, 이 센터는 지식재산과 경쟁법에 대한 1년 과정의 교육과정으로, 교
육은 영어로 진행되며, 이수하면 법학석사(LL.M.)학위가 수여된다. MIPLC는 아우그스부르크
대학, 뮌헨 공과대학 및 미국의 조지 워싱턴 법과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Washington, D.C., USA))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뮌헨 지식재산법센터
(MIPLC)의 지식재산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본다.
Economic Determinants (IMPR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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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지식재산법센터(MIPLC)
독일 뮌헨에 소재하고 있는 뮌헨 지식재산법센터(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MIPLC))는 2003년에 설립되어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MIPLC는 지식재산, 경쟁법 및 세법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ax Law), 아우구스부르크 대학(University of
Augsburg), 뮌헨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및 미국 워싱톤 D.C.의 죠지 워
싱톤 대학 로스쿨(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Washington, D.C.)의 4개의 기
구가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MIPLC는 지식재산의 법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세계에서 유명한 기관으로서, 많은 지식
재산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MIPLC가 제공하는 법학전문석사(LL.M.) 학위 프
로그램임 ‘지식재산 및 경쟁법(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은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최고의 실무자 또는 최고의 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LL.M. 프로그램은 가을 학기에 시작하며, 지원서는 매년 4월 30일이다.
매년 등록될
수 있는 입학정원은 32명이며, 지원자는 학술적 및 개인적 역량을 근거로 엄격하게 선발된
다. 지원생이 최소한 충족시켜야 하는 지원자격에는 첫째, 법학, 경제학, 비즈니스 행정학,
자연과학, 공학, 문학 또는 미디어 과학 분야의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4년간 학사
학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1년 이상의 전문 경력, 또는 3년의 학사학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토플, IELTS 또는 캠브리지 CPE가 입증한 아주
우수한 영어실력이 있어야 한다. 전체 프로그램을 위한 수업료는 26,000 유로이며, 보증금
으로 2,000 유로를 지불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원서 수수료는
50 유로이고, 등록할 때 모든 학생들은 아우구스부르크 대학에 법정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
다(현재 175 유로이고, 변경될 수도 있음). 이외에도 매달 약 350 유로 이상의 기숙사료, 생
활비로 매달 500 유로 등이 필요하다.
MIPLC의 LL.M. 프로그램은 1년의 풀타임 지식재산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매년 10월에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여러 가지 과목(예를 들면, 도입 모듈 및 기본 모듈)을
통해 지식재산 및 경쟁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선택 모듈을 통해서는 매우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석사학위
논문 모듈(Master's Thesis Module)은 프로그램의 통합적 과정으로 석사과정 학생들이 자신
들이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이 과정을 마치는 것이 MIPLC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한편
체계화되어 있지만 유연성있는 커리큘럼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선택적
인턴십이다. 모든 학생은 법률회사(로펌), 회사 또는 지식재산 기관과 인턴십을 경험할 기회
가 제공된다. 인턴십은 MIPLC에 의해 조직되지만, 각 학생의 배경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1)

103)

103) 구체적인 정보는 <www.miplc.de> 에서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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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MIPLC의 커리큘럼은 2학기로 구성되며, 이는 석사학위 논문 과정을 포함하
고 있다. 이하 커리큘럼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선택 모듈

도입 모듈(Introductory Module)
법계 입문) - 겨울학기 (학점 없음)
민법 및 커먼로 체계의 구조, 법제사 및 법철학 입문; 미국에서 연방법과 주법 및 재판부
를 포함한 법체계의 헌법적 관점
(a) Introduction to Legal Systems (

지식재산 입문) - 겨울학기 (학점 없음)
지식재산권의 서로 다른 법적 보호 체제 소개 및 개관, 이들의 주요 특징 및 차이점 연구
(b) Introduction to IP (

경제학 입문) - 겨울학기 (학점 없음)
‘법의 경제학적 분석’은 지식재산법을 포함하여 법학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지적 도
구가 되어 왔다. 이 과목은 미시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용어를 공부하고, 특히 독점
(monopoly)의 경제적 분석 및 서로 다른 비용 커브에 대하여 공부한다. 이 과목 수강은
‘법과 경제학’ 접근 방법에 사용되는 다음 학기 과정들로부터 에 도움을 준다.
(c) Introduction to Economics (

경쟁법 입문) - 겨울학기 (학점 없음)
이 과목은 경쟁법에 대한 소개, 경쟁법의 기본 개념, 지식재산권법과의 경계면 등을 공부
한다.
(d) Introduction to Competition Law (

②

필수 모듈 (모듈 당 1과목 시험)

가) Basic Patent Law & Related Topics (기초 특허법 및 관련 주제)

(

유럽 특허법) - 겨울학기 (3학점)
유럽특허제도의 현재 및 미래에서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 특허요건, 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서 보호범위;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 유럽특허 소송,
공동체 특허규정(Community Patent Regulation) 소개 등 유럽 특허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기
본 내용을 배운다.
(a) European Patent Law (

미국 특허법) - 여름학기 (3학점)

(b) U.S. Paten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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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제도에서 특허요건, 보호범위,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중심으로 미국 특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
나) Basic Copyright Law & Related Topics (기초 저작권법 및 관련 주제)

(

유럽 저작권법) - 겨울학기 (3학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저작권의 이론적 배경 및 역사적 발전을 배우고, 이들의 차이점,
예를 들면 저작자의 권리 v. 저작권 체계, 및 monisim(일원론) v. dualism(이원론) 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한 요건과 보호범위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유럽의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저작권 통일화, 통일화 계획 및 저작
권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학습한다.
(a) European Copyright Law (

미국 저작권법) - 겨울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특징과 주요 주제를 선택하여 강의한다. 저작권보호
의 요건, 저작권보호에 대한 예외, 실질적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 분석, 공정이용, 저작권
거래에 대한 규칙 소개,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공연권, 저작권
집행 및 전략 등에 대하여 배운다.
(b) U.S. Copyright Law (

법 연구 및 소장 작성) - 겨울학기 (1.5학점)
커먼로계와 대륙법계 사이의 법학 이론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자에게 필요한 훈련
에 대하여 학습하며, 주요 주제는 서면작업 작성, 문헌 인용, 선행문헌 검색 수행, 에세이
작성, 시험 작성, 논문/연구 프로젝트 수행, 세미나/컨퍼런스 페이퍼 작성 등이다.
(c) Legal Research and Writing (

다) Basic Trademark Law & Related Topics (기초 상표법 및 관련 주제)

(

유럽상표법) - 겨울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는 유럽 상표법에서 상표권의 획득, 보호범위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을 학습한다. 특히 공동체 상표제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통일화되는 자국법, 유럽사법재
판소의 상표 판결 및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상표청)
실무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배운다.
(a) European Trademark Law (

미국 상표법) - 겨울학기 (1.5 학점)
이 과목에서는 미국 상표법의 주요 토픽들, 예를 들면 미국법에서 상표권의 목적 및 성
질, 문자상표의 식별력, 비문자 상표의 보호, 상표의 사용 및 등록 절차의 개념, 침해행위,
소송을 초래할 수 있는 혼동, 희석화 및 침해에 대한 방어 등에 대하여 배운다.
(b) U.S. Trademark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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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및 국제 디자인법) - 겨울

(c) European, U.S. and International Design Law (

학기 (1.5 학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통일화 국내법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권의 보호요건, 보호범위 및 시
행,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을 포함하는 공동체 디자인 체제, 유럽연합법을 미국 및 일본 디
자인법의 중요한 특징들을 비교,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 TRIPS에서 디
자인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포함한 국제 디자인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부정경쟁방지법) - 겨울학기 (1.5 학점)
지식재산에서 부정경쟁방지의 개념, 유럽에서 부정경쟁제도의 기본적 특징, 부정경쟁에
관한 유럽연합 가이드라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학습한다.
(d) Unfair Competition (

라) Basic Cross-Cutting Topics

(

유럽 및 미국 경쟁법) - 겨울학기 (1.5 학점)
유럽 및 미국 경쟁법(반독점법)의 이론적 근거, 정책 목표, 메카니즘과 실무의 비교법적
분석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유럽과 미국법에서 경쟁당국 및 법원의 주요 실무 및
기업합병의 통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a) European and U.S. Competition Law (

국제 지식재산권법) - 겨울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국제조약에서 지식재산의 보호 및 시행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할 기회를 가진
다.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법의 역사, 지역 및 전통 기구; 지식재산의 세계무역기구(WTO)으
로의 혼입, 특히 국제조약 해석, 분쟁해결과 WTO 법의 준수; 특허, 상표, 저작권 보호에 관
한 중요 원칙과 실체법상 규정 및 지식재산권의 실시;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에서 지식재산
규정, WIPO 개발 어젠더,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이슈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b) International IP Law (

유럽법) - 겨울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는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적 구조, 특히 법적 기구와 주요
유럽연합 기구의 과제; TEU(Treaty on European Union) 및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Union)에서 규정된 원칙, 예를 들면 보조원칙, 비차별화, 상품 및 서비스
의 자유이동과 같은 ‘4가지 자유’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외에도 통일화를 위한 기구 및
유럽조약에서 이들의 법적 논거에 대하여 배운다.
(c) European Law (

사법권 및 국제사법) - 겨울학기 (1.5학점)
지식재산 분야에서 유럽과 미국법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및 법원의 권한을 결정하는 원
(d) Jurisdiction and Conflict of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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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브뤼셀 규정에서 유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디지털 환경에서 사법권 문제 및 국제사법
의 주요 내용, 통일화 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 Master's Thesis (석사논문)
Master's Thesis (석사논문) - 여름학기 (18학점)

(

선택 모듈)

③ Elective Modules (

가) 특허법 관련 주제

(

특허법 실무) - 여름학기 (3학점)

(a) Patent Law in Practice (

생명공학 발명보호)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에 관한 공공정책 및 실무에 대하여 주로 유럽과 미
국의 실체법과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또한 TRIPs 협정과 UPOV 협정에 식물변종보호
에 대하여 배운다.
(b)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

의약 및 지식재산)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는 미국과 유럽법에서 의약의 특허 및 비특허 보호에 관한 주제들을 점검한
다. 특히 미국의 Hatch-Waxman Act과 이와 유사한 해외 법령, 예를 들면 오렌지북(Orange
Book)과 같은 주제, 전문 특허소송절차, 실험적 사용에 대한 우선권, 국제조약의 역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유럽에서 보충적 보호 증명서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규제 데이터 보호와 시장의 배타성 규칙, 특허와 비
특허 보호의 차이 등을 학습하고, 특히 의약품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복제약, 반독점법/경
쟁법 문제 등에 관한 최근의 이슈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c) Pharmaceuticals and IP (

나) 저작권 관련 주제

(

저작권 라이선싱)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인 체제에서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전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저작
권 라이선싱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학습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저작권 관리, 예를 들
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의 발전에 의해 제기되는 이슈들, 및 단체의 저작권 관리, 예
를 들면 유럽 대륙에서 이러한 저작권 관리의 전통적인 체제, 인터넷으로 저작물집중관리단
체(CMOs)의 적응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반응에 따른 혼란 등을 학습한다.
(a) Copyright Licen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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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실무)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 전반부는 저작권의 집행에 대한 개관, 특히 국제적인 저작권 집행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공동체법, 예를 들면 2004년 저
작권 집행 가이드라인(Enforcement Directive) 및 2003년 관세 규정(Customs Regulation)에서
저작권 집행, 및 데이터보호와 온라인 저작권 집행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 등 특정 주제들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b) Copyright Law in Practice (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겨울학기 (1.5학점)
약 25년 전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 분야에 도입된 최초의 디지털 및 순수 기능성 저작
물이었다. 이 과목에서는 저작권 분야의 법제 발전 이면에 이들을 선도하는 기술적 및 경제
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법적 쟁점들을 EU-Directive
2009/24/EC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 관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룬 유럽사법재판
소의 판결 UsedSoft 사건 등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외에도 전통적
인 소유권적 라이선싱과 오프소스 라이선싱에 대하여 배운다.
(c) Copyright and Computer Programs (

지식재산 및 창작 산업) - 여름학기 (1.5학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공연 예술가와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미국과 유
럽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국제 계약법 문제, 상품화권
(merchandising property)의 보호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d) IP and the Creative Industries (

다) 세미나

(

지식재산 및 경쟁법) - 여름학기 (6학점)
이 세미나에서는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경쟁법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인터페이스를 다
룬다. 특히 미국과 유럽 법원의 판례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사법권에서 지식재산에 경쟁
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 라이선싱 실무, 특허법원과 특허청에서 절차의 표준화 관련 이슈
및 오용을 다룬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경쟁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영향에 대한 이해력 제
고, 즉 지식재산권의 경쟁 차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a) IP and Competition Law (

지식재산에서 응용 주제) - 여름학기 (6학점)

(b) Advanced Topics in IP (

④

분야별 선택 모드

가) 특허법 응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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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특허법) - 여름학기 (1.5학점)
일본, 한국 및 인도의 특허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a) Asian Patent Laws (

미국 특허항소법원) - 여름학기 (1.5학점)
미국의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미국에서 유일한
지식재산 항소법원으로, 이 과목에서는 연방법원의 설립, 특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판례
들을 학습하고, 이외에도 항소법원의 규정 및 절차, 법원에 제소된 가장 중요한 일부 쟁점
들, 연방항소법원의 재판권과 다른 나라의 법원의 비교법적 검토, 및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
는 특허 개혁 등에 대하여 배운다.
(b) The Federal Circuit (

특허 라이선싱) - 겨울학기 (1.5학점)
이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특허 라이선싱, 특허 라이선스 대 노하우 라이선스, 라
이선스 계약, 라이선싱 프로젝트에서 위험요소들, 반경쟁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c) Patent Licensing (

특허법 실무) - 여름학기 (3학점)

(d) Patent Law in Practice (

소프트웨어 특허) - 겨울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에 대한 법적, 경제적 및 정치적 관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에 대하여 살펴보
고,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특허주장 및 소프트웨어 특허 실시에 대한 실무적 쟁점사안들
을 학습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분쟁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배경들을 분석한다.
(e) Software Patents (

생명공학발명의 보호) - 여름학기 (1.5학

(f)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

점)
이 과목은 유럽과 미국의 실체법 및 실무에서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에 대한 공공정책과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외에도 TRIPs 조약과 UPOV 조약에 포함된 식물변
종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한다.

의약과 지식재산)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미국과 유럽법 하에서 의약의 특허 및 비특허 보호에 관한 쟁점들을 점검한다.
특히 미국의 Hatch-Waxman Act 및 Orange Book과 같은 쟁점들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이와 유사한 법제는 물론 특별 특허소송절차, 실험적 이용 특권, TRIPS 조약과 자유무역협
정 등을 포함한 국제협약의 역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외에도 이 과목에서는 특허보호
기간연장(또는 유럽에서는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복제약(generics), 의약 분
(g) Pharmaceuticals and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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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반독점/경쟁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지식재산의 철학적 기초)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이론들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역사 및 이론에 대
하여 학습한다. 특히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한계에 관한 논쟁, 지
식재산제도의 역사적 해설 등에 대하여 배운다.
(h)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IP (

글로벌 법적 질서에서 지식재산) - 여름학기 (3학점)
이 과목에서는 지식재산법과 국제법상 기타 법률 분야 사이의 상호 역할의 증가를 점검
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의 4가지 쟁점, 즉 지식재산과 국제법의 다른 영역 사이의 실체
법 교차점; FTA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 투자 형태와 인권 조약들; 규범의 계급화와 분쟁에
관한 국제 관습법 및 조약법상 개념; 및 지식재산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기구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국제적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다수의 체제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다 광의의 국제법 구조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목의 주요 학습 목적이다.
(i) IP in Global Legal Orders (

지식재산에서 국경간 무역)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저작권, 특허 또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는 재화의 국제 무역에 의해 발생한
쟁점들, 이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병행수입 금지, 지식재산권
의 최초판매법리와 소진과 같이 지식재산에 의해 보호받는 재화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리, 및 이들 법리에 깔려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 고려사항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j) Cross-Border Trade in IP(

중국 지식재산법)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중국에서 기술, 상업화 및 지식재산 집행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식재산법 입문
과목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는 해외 비즈니스 업체들의 관점에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전략의 실무적 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중국에서 지식재산 입법례 발전, 최근 지식재산 분
쟁사례, 중국에서 지식재산 획득 및 거래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과 리스크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k) Chinese IP Law (

지식재산과 대체적 분쟁해결) - 여름학기 (1.5

(l) IP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학점)
이 과목에서는 지식재산 분쟁에서 대체적분쟁해결(ADR) 방법의 잠재성과 작동에 대하여
살펴보되, 특히 중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또한 재판권에 대한 문제, 중재 재판소와 지방
의 법계 사이의 관계, 중재 기구들의 역할을 분석 및 논의하고, 또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을 위한 표준화 ADR 절차에 대하여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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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변호)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법정 변호사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특허법 및 경쟁법 관련 실
제 사례들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사례는 지식재산법에서 가장 흥미있고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를 다루는데, 예를 들면 특허와 경쟁법 사이의 상호작용, 특허덤불
(patent ambushing) 문제, 지식재산권 정책의 중요성, 표준필수특허의 침해 입증 문제 등이
다.
(m) Oral Advocacy(

영업비밀법)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에서는 지식재산권과 비교할 때 영업비밀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고, 대륙법계와 영
미법계에서 영업비밀보호의 비교법적 분석을 행한다. 또한 고용주-고용인 또는 라이선서-라
이선시의 관계를 포함하여 실체법적 및 계약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에서 영업비밀의 역할, 영업비밀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 영업비밀의 전략적 이
용, 영업비밀의 남용의 경우 소추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n) Trade Secret Law (

지식재산과 전통유산) - 여름학기 (1.5학점)
최근 토착민들과 서구 기업들과의 사이에 토착민들의 토지에 속한 유전자원의 이용, 전통
지식, 민간전승에 관한 긴장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체제에서 이들의 성과는 보호되
지 못하며, 토착민들은 이들이 그들의 관습법상 자신에게 귀속된 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회사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을 사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거나, 이들을 이용
하여 추가 특허발명 및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부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토
착민들은 이들의 성과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이윤을 공유하며, 서구 기업들의 공격적 이
용이 이들의 정신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원산지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
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목은 국내 및 지역법적 체제에서 이들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WIPO에서 국제 규범과 표준적 내용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에 대하여 학습한
다.
(o) IP and Indigenous Heritage (

지식재산의 이론적 및 경제적 기초) -

(p) Theoret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of IP (

겨울학기 (1.5학점)
지식재산은 사회가 지식재산권을 인식하는데 경제학적으로 예민한지와 이들 권리를 가정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권리의 최적 범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
여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다. 이 과목에서는 이와 같은 오랫동안의
논쟁 및 지식재산권 구조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한다.
나) 저작권 응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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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싱)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저작권 라이선싱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다루며, 전통적인 구조에서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에서는 저작권의 개별 관리(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등)과 저작권의 집중관리(대륙법계 유럽에서 전통적인
구조 및 인터넷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s)의 적응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반응에 따른 혼
란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a) Copyright Licensing (

저작권법 실무) - 여름학기 (1.5학점)
이 과목은 전반기에는 저작권 집행에 대한 개관, 저작권 분야의 일반적 쟁점 및 현안 문
제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후반기에는 유럽 공동체 법규(예컨대, 2004 Enforcement Directive
and 2003 Customs Regulation)에서 저작권 집행, 데이터보호와 온라인 저작권 집행의 관계
및 소프트웨에 해적행위 등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b) Copyright Law in Practice (

저작자의 권리의 기술적 보호) - 여름학기

(c) Technical Protection of Authors' Rights (

학점)
디지털 컴퓨터 및 인터넷 시대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암호화, 워터마크 등 기술적조치에
의해 계속 보호되어 왔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기술 및 이들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법령,
예컨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움 저작권법, 유럽의 저작권 지침(European Copyright
Directive)과 이 지침의 각 개별국의 실시, WCT, WPPT를 학습한다. 또한 공정이용(fair use)
과 같이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이들 기술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1.5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규제) - 여름학기

(d) Artistic Freedom and Control in Copyright(

학점)
저작권법에는 예술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사용 및 공개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와 다른 예술가가 기존의 콘텐츠를 혼합, 샘플링, 패러디 기타 변형할 수 있는 자유 사이에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미국과 같이 ‘공정이용’을 강조하는 입법례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인격권’을 강조하는 입법례가 채택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정책
을 음악, 영화, 출판 등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 고찰한다.
(1.5

인터넷법) - 여름학기 (1.5학점)
인터넷에서 언론, 특히 인터넷에서 언론을 규제하거나 필터링하려는 정부의 시도, 디지털
권리에 대한 관리 및 저작권 쟁점, 언론으로서 도메인 이름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 Internet Law (

미디어법) - 겨울학기 (1.5학점)

(f) Media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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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데,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도 미디어법의 근간이 된다. 그
러나 미디어법의 주요 관심은 법률의 다양한 분야, 즉 저작권법, 경쟁법, 반독점법, 형법,
불법행위법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 과목에서는 개별적 차원(제작자/사용자/미디어 수용자)
과 기구 차원(제작 구조/정부의 역할)에서 미디어 관련 규범의 존재와 기능을 강조하고, 또
한 국제적 및 국내(미국과 독일법)의 관점에서 미디어법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본다.
이외에도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 IP and the
Creative Industries (지식재산과 창작 산업)은 물론,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IP(지식재
산의 철학적 기초), IP in Global Legal Orders(글로벌 법적 질서에서 지식재산), IP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지식재산과 대체적 분쟁해결), Oral Advocacy(구두 변호), IP
and Indigenous Heritage (지식재산과 전통유산), Theoret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of
IP (지식재산의 이론적 및 경제적 기초) 등이 있다.
Copyright and Computer Programs(

다) 상표법 응용분야

(

원산지표시보호) - 겨울학기 (1.5학점)
유럽연합과 TRIPS에서 원산지표시보호 조사를 포함하여 미국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부정
경쟁 및 무역 실무에서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a)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

상표법 실무) - 여름학기 (3학점)
이 과목에서 배운 이론 지식은 미국과 유럽 출신의 각 1명씩 2명의 상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3일 과정인 상표법 실무 교육에서 향상될 수 있다. 이 과목은 미국 상표법과 유럽
상표법 전문가로부터 실습을 통하여 각국의 상표법을 분석한다.
(b) Trademark Law in Practice (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및 개성) - 여름학기 (1.5

(c) Privacy, Publicity and Personality (

학점)
이 과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 미국법을 유럽연합 법령은 물론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일부 개별국들, 특히 독일과 영국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상품화하는
개성(personality)의 보호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허법 응용분야와 중복되는 과목으로서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IP(지식재산의 철학
적 기초), IP in Global Legal Orders(글로벌 법적 질서에서 지식재산), IP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지식재산과 대체적 분쟁해결), Cross-Border Trade in IP(지식재산에서
국경 무역), Chinese IP Law(중국 지식재산법), IP and Indigenous Heritage (지식재산과 전통
유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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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쟁법 응용 분야

(

신흥국 시장에서 경쟁법) - 여름학기 (1.5학

(a) Competition Law in Emerging Markets (

점)
이 과목에서는 개발도상국 경제를 중심으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최근 발전에 대한 내용
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독점금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과목은 국제적 및 비교법적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을 선진국의
입법례,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와 비교 분석한다.
경쟁법 실무) - 여름학기(1.5학점)

(b) Competition Law in Practice (

경쟁법 집행) - 겨울학기(1.5학점)
부정경쟁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일련의 지침에 의해 통일되어 있다. 유럽공동체 부정경
쟁방지법에 관한 기본적 내용 이외에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서로 다른
법적 배경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 보호
및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수많은 특별 판례들을 살펴본다. 이 영역에서의 구제조치들은 통일
하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다르다. 많은 회원국들은 침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독일에서는 민사분쟁의 당사자들에 의해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서로 다른 규정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중
및 삼중 손해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부정경쟁방
지법의 구조를 분석하고, 공통되는 규칙들을 찾아본다.
그리고 IP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지식재산과 대체적 분쟁해결), Oral
Advocacy(구두 변호), Trade Secret Law(영업비밀법), Theoret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of IP (지식재산의 이론적 및 경제적 기초) 등이 있다.
이외에도 IP Law in Practice(지식재산법 실무) 모듈, Innovation and Management(기술혁
신과 관리) 모듈, IP and Technology (지식재산과 기술) 모듈, IP Licensing(지식재산 라이선
싱) 모듈, Thesis Preparation(논문 준비) 모듈이 있다. 각 모듈에는 상술한 과목들이 중복해
서 편재되어 있다.
(c)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

(2) 프 랑 스 스트라스부 르 의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 C EIPI)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소재하고 있는 CEIPI(Centre d'Études Internationales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법과대학 내에
1963년 9월 6일에 창설되었다. 특히 유럽특허청이 1977년 오픈되었을 때, CEIPI는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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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가 및 유럽특허청에 대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Agents를 양성하도록 유럽특
허법을 교육하는 업무가 부여되었다. 그후 EPI/CEIPI/EPO의 협약으로 Singer 교수는 유럽특
허법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은 튜터의 책임 하에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조직되었다.
이외에도 CEIPI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1978년부터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 주무관청의 사무관을 교육시키는데 참여하고 있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CEIPI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CEIPI는 스트라스부르 대학(University of Strasbourg)이 수여하는 4개의 지식재산 학사학
위(diplomas)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특허’ 분야 학위, ‘상표 및 디자인’ 분야 학위,
유럽에서 특허소송 학위 및 지식재산권법 학위이다. 이외에도 수 개의 법학석사 과정을 제
공하고 있다. 특허 과정은 1학기에 개설되며, 국제 산업재산권 연구(특허)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상표 및 디자인 과정은 2학기에 개설되며 국제 산업재산권 학위(상표 및 산업디자
인)를 수여한다. 특허 및 상표와 디자인 시험을 합격한 학생들은 국제 지식재산 연구
(International Intellectual Studies) 학위를 수여한다. 대부분의 과정들은 프랑스어로 진행되
며, 일부는 영어로 진행된다. CEIPI는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지식재산 석사학위 과정과 공동
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4)

의 학사학위 과정(Diplomas)
CEIPI의 학사학위 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 CEIPI

①

특허분야 학위 (총 546 시간)

법학 일반) (77시간)
(b) International Patent Law (국제 특허법) (22시간)
(c) European Patent Law (유럽 특허법)
- Patentability (특허요건) (51시간)
-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유럽특허 획득) (32시간)
(d)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25시간)
(e) National Patent Laws (grant and effects of Patents) (개별 특허법)
- French Law (프랑스법) (14시간)
- Other Foreign Laws (기타 외국법) (22시간)
(f) Working of Patents (특허 워킹) (46시간)
(g) Patent Litigation (특허소송) (32시간)
(a) General Law(

104)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eipi.edu/index.php?id=10096&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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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h)

유럽특허법의

-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Patent Law (

실무) (131시간)

- Initiation to the preparation to the 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

유럽변리사 시험 준비) (49시간)

(

전문가로서 실무를 조절하는 규칙)

(i) Rules regulating professional practice (

시간)
(j) 외국어
(11

지식재산 분야에서

-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영어과정) (20시간)

지식재산 분야에

- German cours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

서 독일어 과정) (20시간)
(k) 뮌헨 방문 (14시간)

유럽특허청의 이의

- Opposition procedure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

절차)

세미나)

- Seminars (

연방특허법원에서 소송절차)

- Procedures at the Bundespatentgericht (

②

상표 및 디자인 분야 (총 288시간)
국제법 및 외국법) (78시간)

(a) International and Foreign Laws (
(b)

상표법

프랑스 상표법) (42시간)

- French Trademarks Law (

프랑스 상표법에서 실무

- Practical seminars in the field of French Trademarks Law (

세미나) (36시간)

원산지 표시) (7시간)
- Domain Names (도메인 네임) (7시간)
- Community Trademarks Law (공동체 상표법) (21시간)
(c) 저작권법 (7시간)
(d) 디자인법
- French Designs Law (프랑스 디자인법) (35시간)
- Community Designs Law (공동체 디자인법) (11시간)
(e) Implementation of Trademarks and Designs(상표와 디자인 집행)(40시간)
(f) Seminars - Alternative mechanisms for resolving disputes (대체적분쟁해결 세미나) (4
시간)
- Geographical Ind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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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럽특허소송(Patent Litigation in Europe) 학위 과정

이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특허법원 설립을 기대하면서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Institute)와 공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강사는 유럽연합의 회원 개별국 및 유럽
특허제도에 경험이 많은 유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학사 ‘유럽에서 특허소송
(Patent Litigation in Europ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학위의 목적은 유럽 특허변리
사들이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회원국 및 유럽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유럽특허소송 과정은 CEIPI와 유럽특허청의 전문대리인 기구(epi)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
되었고,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3개의 모듈은 가을학기에, 다른 3개의 모듈은
대학 봄학기에, 그리고 3일 동안의 최종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CEIPI가 개발
한 유럽특허소송인증명서(European Patent Litigator’s Certificate)를 위한 초안 커리큘럼에
부합하며, 모든 유럽 법령과 유럽조약들을 다룬다. 이 과정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마친 참여자들에게는 스트라르부르 대학의 학위가 수여된다. 다만 참
여자들은 유럽특허청에서의 대리인(즉 유럽특허변리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유럽특허
청의 항소부 및/또는 각 국의 특허소송법원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실무를 한 자로 제한된
다. 강사는 서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강의는 주로 영어로 진행된
다. 그러나 유럽특허청의 2개의 다른 언어(독일어, 프랑스어)가 일부 세션에서, 때로는 토론,
페이퍼 작성 등에서 사용된다.
각 모듈은 다음의 논제로 구성된다.
가) 모듈 1

(

- Introduction: Status quo of Profession in Europe(

입문: 유럽에서 직업의 현황)

유럽연합 기구)
- Fundamental Principles of EU Law (유럽연합법의 기본 원칙)
- European Conventions and Harmonisation (유럽조약 및 통일화)
- EU Council Regulations (Brussels, Lugano)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브뤼셀, 루가노))
- The Hague Convention (헤이그 조약)
- EU Council Directive on Enforcement(집행에 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 European Competition Rules (유럽경쟁법칙)
- Legal Methodology in Europe (유럽에서 법학 방법론)
- European Union Institutions (

나) 모듈 2

(

- Structure of and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he 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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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및 제1심 법원에서 소송절차 및 구조)
- International Private Law (국제사법)
First Instance (

다) 모듈 3

(

비교법)

- Comparative Law (

대륙법/커먼로 및 실무)

- Continental Law / Common Law and Practice (

- Structure of Procedural Rules (The German Civil Procedural Law, Proceedings before

소송 규칙들의 구조: 독일

the Federal German Patent Court; French Procedural Law) (

민사소송법, 연방특허법원 소송절차, 프랑스 소송법)
- UK Law and practice (영국 법 및 실무)
라) 모듈 4

(

중앙집중의 소송절차 입문), Enhanced
Cooperation (협력 강화), Relationship with the EPC (유럽특허조약과의 관계)
- Unified Patent Regulation according to the Enhanced Cooperation (협력 강화에 의한
단일특허법규), Unified Patent Court Statute (단일특허법원의 법령), The Appeals Court
(항소법원)
- Substantive Law (실체법), The Interpretation of Patents under Article 69 EPC (유럽특
허조약 제69조에 의한 특허 해석), Damages (손해배상), Negotiation and Settlement (교
섭 및 해결)
- Introduction to Centralised Procedures (

마) 모듈 5

(

단일특허법원의 소송 규칙)
- Actions for 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비침해 선언 소송)
- Arbitration and Mediation (조정 및 중재)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Oral proceedings, in particular before the EPO Boards of Appeal and related case

특히 유럽특허청 항고부 및 관련 판례에서 구두 변론절차)

law (

바) 모듈 6

(

실무 소송절차)

- Practical Procedures (

침해행위 판단),

Determining infringing acts (importation, offer for sale, use....) (

침해에 대한 입증),

Obtaining evidences of infringement (

Warning Letters and

경고장 및 결과), UK, German and French law in practice (실무에서
영국, 독일 및 프랑스법), Seizure procedure (“Saisie”), discovery procedure, other
means (압수 절차, 디스커버리 소송절차 등).
consequ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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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

- The Infringement Action (

재판부 결정, 포럼 쇼핑),

Determining jurisdiction, forum shopping(

The writ

소송을 위한 영장), Various requirements, grounds for nullity,
defence and counterclaims (무효사유, 방어, 반대주장 등 다양한 요건들), Presentation
of the case (사례 설명), The drafting of briefs, formal and substantial requirements
(브리핑을 위한 드래프트, 정규의 실질적 요건)
introducing the action (

사) 세미나

(

④

마케도니아 스코프제 대학의 지식재산법 학위, 즉 Intellectual Property Law Diploma

(in Skopje)105)

이 학위과정은 주로 지식재산의 국제 및 유럽 관점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CEIPI의 강
사진, EIPIN 네트워크 파트너들 및 스코프제(Skopje) 대학 및 인접 국가(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의 학술진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마케도니아의 스코프제의 시릴 및 메토디우스
대학(Ss. Cyril et Methodius University)과 CEIPI가 유럽 위원회의 템퍼스 프로그램(Tempus
Program)에 의해 만든 지식재산권법의 최초 더블 학위과정으로, 영어로 강의가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의

(a) 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

개념 및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 제도)
(c) Introduction to the Economic Aspects of IP Rights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관점에 대한
입문)
(d) Theories of the legal nature of IP rights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질의 이론)
(e)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의 유형)
- Industrial Property Rights (산업재산권)
-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f) Scope of IR rights (지식재산권의 범위)
(g)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IP Law (지식재산법의 법제사 입문)
(h) Sources and Principles of IP Law (지식재산법의 소스 및 원칙)
- International Sources (국제적 근원)
(b) The syste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

105)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ip.ukim.edu.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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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권 조약)

- The Status of International IPR Conventions (

- Territoriality, Reciprocity, National Treatment, Minimal Rights and Most Favored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에서 속
지주의, 상호주의, 내국민대우, 최소 보호 권리, 최혜국대우 원칙)
- EU Sources of IP Law (지식재산법의 유럽 소스)
- National sources of IP Law (지식재산법의 국내 소스)
-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and EU IP Law on the national IP Law (개별국
지식재산법에 대한 국제 및 유럽연합의 지식재산법의 영향)
(i)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 조직)
(j) Administrative Law aspects of IP (지식재산의 행정법 관점)
(k) Criminal law aspects of IP (지식재산의 형법 관점)
Nation principles in the International IPR Conventions (

의 법학석사 과정(Master in Laws)
CEIPI에는 크게 2개의 법학석사과정, 즉 법학석사 2(Masters of Laws 2: Law, Economics,
Management: 법학, 경제학, 경영) 과정과 법학석사(Multimedia Law and Information
Systems: 멀티미디어법과 정보 시스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학석사 2(법학, 경제학, 경영) 과정에는 유럽의 학위 표준화 과정(LMD)를 시행하기 위
해 CEIPI와 스트라스부르 대학이 6개의 전문 법학석사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지식재산권법
및 무형자산 평가 석사(Master 2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지식재산법 및 비즈니스 석사(Master 2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Business),
지식재산법 및 문화유산 석사(Master 2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ultural Heritage),
지식재산법 및 경영 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Management (MIPLM)),
유럽 및 국제 지식재산법 석사(Master 2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산업재산권 석사(Master 2 in Industrial Property) 과정이다. 이외에도
CEIPI는 스트라스부르 대학과 협력 하에 멀티미디어법 및 정보 시스템 법학석사 과정을
2009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CEIPI의 학위 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2) CEIPI

①

지식재산권법 및 무형자산 평가 석사(Master

2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식재산법, 특히 산업재산권법, 계약법, 기술이전 관련 법령, 경쟁
법 분야의 법적 실무가를 교육하는 것이다. 참여자는 산업재산권연구소(Institu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 유럽특허청,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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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무 실무가; 상법 분야의 법적 실무가, 변호사, 판사; 지역, 자국
및 국제 관청에서 공무원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다음을 숙달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창작물에 대한 보호, 즉 특허 실체법과 회원국, 유럽 및 국제특허출원절차,
디자인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획득; 둘째, 평가(Valuation), 즉 권리 방어, 권리 평가(계약,
기술이전, 지식재산 조세), 프랑스 및 유럽 경쟁법, 권리남용 등.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지역, 자국내, 유럽 및 국제적 수준에서 지식재산 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회사에서 2달 동안 인턴십 과정 및 지식재산
법 관련 연구논문 작성이 필수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프랑스어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영어로 진행된다.
Internal Market (OHIM))

1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다음과 같다:

106)

지식재산의 국제법 (6학점, 40시간)
- 국제기구, 유럽공동체 기구, 국제조약
(b) 특허법 (6학점, 60시간)
- 실체법, 특허획득절차, 특허 효력 및 소송, 외국인 특허
(c) 문학 및 예술에 대한 재산권(6학점, 20시간)
-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d) 디자인권 (9학점, 40시간)
- 실체법, 디자인등록절차, 디자인 효력 및 소송, 유럽 공동체법 및 외국인의 디자인권
(e) 법학 용어 (3학점, 20시간)
- 법률영어 또는 법률 독일어
(a)

2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법 (9학점, 70시간)
- 실체법, 상표등록절차, 상표의 효력 및 소송, 외국인의 권리
(b) 권리의 평가(9학점, 60시간)
- 계약기법, 계약체결, 계약의 유형(노하우, 라이선스, 양도계약), 기술이전, 지식재산 조
세, 국제계약, 지식재산의 경제적 및 전략적 관점 회의
(c) 경쟁 관련 법률(6학점, 40시간)
- 프랑스법, 유럽공동체법, 반독점법
(a)

10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ipi.edu/uploads/media/pivalorisation01-1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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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단계 (6학점)
- 2개월 동안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보고

(d)

②

지식재산법 및 비즈니스 석사(Master 2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Business)

이 과정의 목적은 지식재산법, 유통법, 국제 비즈니스법에 전문가가 되려는 법률 실무가
를 교육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획득, 지식재산권 평가, 지식재산권에 혼입된 산물과 서비
스의 마케팅, 유통법(프랑스 및 유럽), 경쟁법(프랑스 및 유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실무 훈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인턴십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 필수이며, 대부분의 강의는 프랑스어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영어로 진행된다.
1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다음과 같다:

107)

지식재산의 국제법 (3학점, 40시간)
- 국제기구, 유럽공동체 기구, 국제조약
(b) 지식재산권 획득 (9학점, 60시간)
-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식별표장
(c) 지식재산권 보호(9학점, 30시간)
- 지식재산권의 효력, 지식재산권 소송
(d) 상업 및 재정 방법 (6학점, 40시간)
- 퍼블리시티권, 마케팅, 머천다이징, 회계학, 재정학 등
(e) 법학 용어 (3학점, 20시간)
- 법률영어 또는 법률 독일어
(a)

2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의 이용계약 (6학점, 40시간)
- 기본 계약, 양도, 라이선스 및 기술이전 계약
(b) 유통 계약(6학점, 40시간)
- 배타적 유통, 선택적 유통, 프랜차이즈
(c) 경쟁 관련 법률(6학점, 40시간)
- 프랑스법, 유럽공동체법, 반독점법
(d) 국제 통상법(6학점, 40시간)
(a)

107)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ipi.edu/uploads/media/picommerce01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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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국제 통상법, 국제계약
(e) 연구보고 단계 (6학점)
- 2개월 동안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보고
-

③

지식재산법 및 문화유산 석사(Master

2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ultural

Heritage)

지식재산법 및 문화유산 석사학위 과정은 지식재산의 모든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는학술
적 교육과 실무 훈련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시 창작물 보호, 이들의 구
제방법에 대한 법적 메카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의 실
체법 및 지식재산의 미래 발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
해 학생들은 시청각 공연과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조직, 기관 및 비즈니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은 프랑스어로 진행되며, 일부는 영어로 진행된다.
1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다음과 같다:

108)

지식재산법 입문 및 지식재산의 국제법 입문 (3학점, 30시간)
- 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의 국제조약, 유럽연합의 정보화 사회에서 지침 및 규
정
(b) 정신적 창작물의 보호에 대한 법적 방법 (9학점, 60시간)
- 사적 권리, 실질적 권리, 지식재산권
(c) 정신적 창작의 가치에 대한 법적 및 재정적 방법 (9학점, 60시간)
- 정신적 창작의 가치 계약, 회계, 재정분석, 조세
(d) 법률 소송, 조정, 중재 (9학점, 40시간)
- 위조, 신의위반 경쟁, 대체적분쟁해결 방법
(e) 법학 용어 (3학점, 20시간)
- 법률영어 또는 법률 독일어
(a)

2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퍼블리시티권 (6학점, 60시간)
- 커뮤니케이션 권리 원칙, 미디어 법규, 퍼블리시티권, 커뮤니케이션과 책임, 커뮤니케
이션과 경쟁, 마케팅

(a)

108)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ipi.edu/uploads/media/patrimoinecult01-1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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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배우 보호 (6학점, 60시간)
- 저작인접권; 인격권; 저널리스트, 막간극, 전문 스포츠의 법적 지위
(c) 공연의 법적 및 경제적 환경 (9학점, 60시간)
- 공연 조직 관련 계약, 공연 배포 계약, 경쟁법, 책임과 보증, 조세
(d) 연구보고 단계 (6학점)
- 2개월 동안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보고
(b)

④

지식재산법 및 경영 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Management

(MIPLM))109)

유럽 지식재산 경영석사 학위과정은 유럽특허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를 위해
설치되었다. 학위과정의 목적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부의 창출과 이윤 극대화로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식재산 매니저를 양성하는 것이다. 참석자
들은 지식재산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지식재산 경영 및 비즈니스
목적의 체계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법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
요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매니저들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하며, 또
한 참석자들이 지식재산 경영 분야 내에서 중요한 주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
램은 학술적인 지식과 매일 실무에서 행해야 하는 지식재산 경영 기법에 대한 실무적 시행
지침을 조합하였고, 강의 및 세미나는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유효한 지식,
비즈니스 경험 등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특히 서로 다른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비즈니스 관
계에 대한 효과 및 경제적 원인에 관한 토론 수업을 통해 참석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모듈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토론
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다국적 출신의 발제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해야
할 것(do's)과 하지 말아야 할 것(don'ts)을 발표하고, 이를 토론하며, 이는 지식재산 기반 비
즈니스의 떠오르는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각 모듈 이후 케이스 스터디
는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에 6일 동안 수업이 있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6개의 모듈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듈 1 (전략: Strategy)

(

전략(Strategy) 과정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경
쟁에서 장점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하여 노하우(know-how)와 노와이(know-why)로
109)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ipi.edu/index.php?id=5478&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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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이 과정은 지식재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 및 전략 개념들간의 상호작용을 요
구하며, 다음의 주제로 구성된다:
가) 전략 및 시장 : 전략의 개념, 전략 개발 도구, 산업 분석, 회사 자원 및 핵심 경쟁력
나) 지식재산 기반 전략의 개발 : 전략 개념에 있어서 지식재산, 지식재산 전략개발, 지
식재산과 경쟁 분석
다) 법률 분야 : 지식재산권의 일반 원칙,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법, 부정경쟁
방지법
나) 모듈 2 (결정: Decisions)

(

모듈 2는 지식재산 기반 비즈니스에서 해야 할 결정의 본질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를 위
해서는 특허 및 상표 평가를 이해하는 기법이 필요하며, 법률 및 회계 등 결정에 필요한 환
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듈 2는 다음의 주제로 구성된다:
가) 결정 : 결정 이론, 게임 이론
나) 회계 및 관리 : 회계 기준, 회계에서 무형 자산, 관리에서 무형 자산
다) 평가 및 경제분석 : 특허평가, 브랜드 평가, 지식재산 경제분석
라) 법률 분야 : 지식재산과 국제사법, 특허평가의 법적 관점, 경쟁법
다) 모듈 3 (시행: Implementation)

(

시행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과 기술혁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모듈 3에서는 기술혁신 관리를 지식재산 관리와 어떻게 일치시키느냐와 관련하
여 학습한다. 모듈 3은 다음의 주제로 구성된다:
가) 기술혁신 관리 : 기술혁신의 동력학, 기술혁신 과정에서 특허정보, 연구개발 협력에
서 지식재산 관리
나) 지식재산 관리 : 전략 충진(filing), 모니터링
다) 법률 분야 : 원산지표시, 대체적분쟁해결 메카니즘, 영업비밀과 기술이전
라) 모듈 4 (조직: Organization)

(

모듈 4에서는 조직 구조의 디자인에 관하여 학습한다. 지식재산 관리에 있어서 이는 국제
지식재산법, 계약법 및 조세를 포함한 법학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모듈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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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조직에 관한 법적 및 경제적 관점에 집중하여 학습한다. 모듈 4의 주제는 다음과 같
다:
가) 조직 : 비즈니스 조직, 지식재산 관리 조직, 지식재산 아웃소싱, 기술이전 가격
나) 기구의 경제학 : 재산권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에이전시 이론
다) 법률 분야 : 계약법, 라이선싱 계약, 국제 지식재산법, 국제거래 및 통상법
마) 모듈 5 (리더십)

(

지식재산 관리에 있어서 다른 학문과의 제휴 및 상호 기능적 특성은 새로운 리더십의 방
법이다. 지식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정 및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며,
따라서 모듈 5는 이와 같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모듈 5는 다음의
주제로 구성된다:
가) 리더십 : 동기부여, 권한 위촉, 인력자원관리(HRM)
나) 최적화 및 관리 : 지식재산 과정 최적화, 경영 관리 체제
다) 법률 분야 : 지식재산 집행, 상표 전략
바) 모듈 6 (비즈니스 개발: Business Development)

(

지식재산 관리는 비즈니스 모델과 회사의 산업 세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
듈 6에서는 지식재산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에 일치될 수 있는지, 지식재산이 비즈니스 개
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학습한다. 모듈 6은 다음 주제로 구성된다:
가) 비즈니스 개발 :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오픈 이노베이션, 변혁 경영
나) 지식재산 기반 비즈니스 :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지식재산 관리 및 산업, 지식재
산 재정
⑤

유럽 및 국제 지식재산법 석사(Master

2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110)

유럽 및 국제 지식재산법 석사학위과정은 프랑스법, 비교법, 특히 유럽과 국제법에서 지
식재산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럽 및 국제적
11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ipi.edu/index.php?id=5476&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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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의 지식재산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유럽 지식재산 기구 네트워
크(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s Network (EIPIN)), 즉 영국 런던의 퀸메리 대학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뮌헨 지식재산법센터(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University of Alicante) 및 CEIP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
으로부터 많은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세미나는 영어와 불어로 제공되며,
학술적 배경과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석사학위는 유럽과 국제 기구에서 및 지식재산의 공공 및 사적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생들은 유럽 및 국제 지식재산에 관한 석사논문 작성을 통해
리서치 툴을 획득할 수 있다. 본 석사학위를 마치면 지식재산법의 박사학위에 지원할 수 있
다.
1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다음과 같다:

111)

기술에 대한 권리 (6학점, 30시간)
- 특허권, 식물변종,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프랑스법 및 국제조약
(b) 식별표장에 관한 법률 (6학점, 20시간)
- 상표권, 원산지표시, 도메인네임, 프랑스 및 국제조약
(c) 저작권 및 디자인법 (6학점, 20시간)
- 저작권, 디자인권, 프랑스 및 국제조약
(d) 계약 (6학점, 30시간)
- 지식재산권 이용계약의 원칙 연구
(e) 지식재산의 공동체법 (3학점, 20시간)
- 유럽공동체법과 지식재산법 사이 관계 연구(유통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
(f) 국제 통상 및 소송 (3학점, 40시간)
- 통상 관련 국제조약 원칙, 전자상거래,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이용, 국내 및 국제 소송
(a)

2

학기의 교육과정은 총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논문 (24학점)
- 연구 학술논문의 방법론 및 조사, 학위논문 작성 및 구두심사
(b) 법률 용어 (3학점, 20시간)
- 법률 영어 또는 법률 독일어
(a)

111)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eipi.edu/uploads/media/proprio_intell_r02-1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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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재산권 석사(Master 2 in Industrial Property)

는 이미 CEIPI 의 학사학위 ‘특허(Patents)’를 취득한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로서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재산권 전문인 지식재산법 석사학위(LL.M. in Intellectual Property
Law)를 유도한다.
이 석사학위의 목적은 자국 특허청 및 유럽특허청에서 전문 법률 대리인으로서 근무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들의 법학 지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산업재산권 전문가에게 제공하
려는 것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회사와 로펌에는 새로운 직업 및 전문직종이 요구되고, 지
식재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요구되는 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법적 스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특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허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전문가로서 특허권의 산업상 및
상업적 이용이 내포하는 모든 관점의 법률, 예를 들면 상표, 디자인, 원산지표시, 식물품종
권, 다양한 기술이전 협정, 경쟁법, 국제법, 지식재산 소송, 조세 등에 관한 법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의 일반 법률 및 통상법으로의 유입은 자국 법령, 유럽, 공동체 및 국제법의
중첩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고, 따라서 유럽, 국제 및 국가간 법령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직면하여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재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프
랑스 및/또는 유럽에서 지식재산 전문 대리인, 또는 유럽 이외의 지역의 특허청에 대한 대
리인인 엔지니어 및 과학자들을 위한 새로운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
표이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CEIPI

학기 교육과정

(a) 3

a.

b.

헌법과 산업재산권
- 유럽연합
- 재산법
- 의무에 관한 법률
- 프랑스 및 유럽공동체 경쟁법
- 조세 및 산업재산권
- 세미나 : 계약 초안 작성 실무
개인 사법(Private Judicial Law) 및 산업재산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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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분쟁해결

학기
참석자들은 다음의 과정에 따라 선택한다:
- 상표, 디자인 기타 식별 징표 또는
- 유럽특허소송
(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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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재산 교육과정이 있 는 유럽의 주요 대 학들

유럽에서 주요 국가(영국, 독일 및 프랑스)에서 지식재산을 특성화하는 고등교육기관에는
어떠한 대학들이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과정을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국

영국의 경우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퀸메리 대학(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런던 칼리지의 경우에 어떠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면 퀸메리 대학의 경우 지식재산 법학석사(LL.M.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재산의 기본 및 응용 분야를 교육하고, 지식재
산 및 기술 관련 법률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는 등의 교과과정이 있다. 이외에도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는 지식재산과 정보법 관련 석사과정(Intellectual Property &
Information Law, LL.M)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경쟁법석사
(Competition Law LL.M), 경쟁법을 위한 경제학 석사(Economics for Competition Law MA,
PG Dip), EU 경쟁법 석사(EU Competition Law MA, PG Dip), 유럽법 석사(European Law
LL.M), 유럽연합 법학석사(European Union Law MA, PG Dip), 국제비즈니스 법학석사
(International Business Law LL.M), 국제재정 법학석사(International Financial Law LL.M), 국
제평화 및 안전 석사(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MA), 국제세법석사(International Tax
LL.M), 법학석사(Master of Laws LL.M), 의료윤리 및 법학석사(Medical Ethics & Law MA),
의료법학석사(Medical Law MA), 국제거래법학석사(Transnational Law LL.M), 영국, 유럽 및
미국 저작권법학석사(UK, EU & US Copyright Law MA, PG Dip) 과정이 있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을 특화하여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런던 퀸메리 대학의 지식재산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교과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런던 퀸메리 대학의 지식재산 석사(University

of London - Queen Mary

(QMUL))112)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퀸메리 대학(University of London - Queen Mary)은 다양한 법학석
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지식재산 법학석사 과정은 영국의 다른 대학보다 다양한 지
식재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과정으로, 영국의 다른 법과대학과 비교할 때 지식재산
분야를 상당히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식재산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의 개론 및 응용 분야는 물론 기술
112)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law.qmul.ac.uk/postgraduate/courses/items/138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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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정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명, 제
조물, 상표, 창작물 및 디자인의 보호로부터 해당 분야의 법률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정
책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 법학석사과정(LL.M.)을 위
해서는 영국을 포함하여 80개국 이상으로부터 학생들이 입학하여 학술적으로 이론을 공부
하며, 많은 사례를 통해 여러 국가의 법원의 판결들을 연구할 수 있다. 특히 퀸메리 지식재
산 석사과정 졸업생들은 영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정부, 산업, NGO 등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 석사과정은 1년의 풀타임 또는 2년의 파트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135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그후 15,000 단어의 석사학위논문(45학점)을 작성해서
8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한다. 풀타임의 경우는 1년 동안 135학점을 취득하지만, 2년동안의
파트타임제 학생들은 첫 해는 90학점을, 두 번째 해는 4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지식
재산 석사과정에서는 프로그램 및 모듈 선택에 대한 개론, 석사학위 논문 및 연구 스킬을
익힐 수 있는 2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서로 다른 모듈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모듈:
모든 모듈은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45학점으로 구성된다. 퀸메리 대학 법학석사 과정
에 개설된 지식재산 분야 모듈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지식재산 분야(Intellectual Property)

모듈 주제
- 영국 및 유럽 특허제도, 침해, 특허유효, 특허권 양도 및 라이선스, 강제실시권, 국제
조약 등
- 영업비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 저작권, 저작권 침해, 거래행위
- 커먼로에서 상표보호, 패싱 오프(Passing off), 위조 상표
- 등록상표, 상표등록 및 이의신청, 상표침해
의약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Aspects of Medicine)
이 모듈은 매주 특정 주제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세미나 기반의 모듈로, 의학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지식재산의 분류, 지식재산법의 근원에 대하여 고찰하며, 특히 의약의 윤
리적 및 사회경제적 관점과 인권과 지식재산권과의 상호 관계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학생
들은 의약 기술혁신, 연구 및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재산 분야의 특허, 상표 등에 대하여 학
습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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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주제
-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법 입문
- 건강, 과학적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인권
- 의학 기술, 약제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출원
- 의약 및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
- 연구 인센티브, 보상, 상업화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 재산권과 인체 조직
- 프라이버시와 의학 치료 및 연구
- 공중위생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 유전자 연구
- 특허와 생명, 유전자 관련 발명 및 유전자 특허
- 토착 및 전통 의약과 유전자원
디지털 밀레니움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Millennium) (2014
년-15년에는 개설하지 않음)
③

모듈 주제
- 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
- 지식재산의 입문
- 국제 지식재산제도 및 디지털 기술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
- 지식재산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 부정경쟁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 지식재산에서 디지털 저작물 분류: 반도체, 멀티미디어, 시청각 저작물
-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서 배타권, 배타권의 전통적 구조(복제, 배포 및 커뮤니케이션)
- WIPO 조약에서 복제권 및 커뮤니케이션 권리, EU 저작권 지침 2001, 공연권, 녹음,
방송
- 일시적 복제 문제, 특히 파일공유에 대한 보호
- 저작권 제한 I: 사적복제, 공정이용, 공정취급(fair dealing)
- 저작권 제한 II: 저작권 소진, 도서관, 교육, 출판의 자유, 3단계 테스트
- 제한과 보상
- 도메인 네임 보호, 도메인 네임 제도의 규제, 보편적 분쟁 해결정책
- 상표 및 도메인 네임 분쟁, 도메인 네임과 패싱 오프
- 라이선싱 디지털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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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 관리(DRM)
- 지식재산의 외부 제어: 경쟁법 및 시장 배분 문제
- 인권과 헌법상 문제
- 오픈 소스
- 준거법 및 관할권
-

④

저작권 등의 국제 및 비교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 모듈에서는 2기로 구분하여, 1분기에서는 2가지 관점에서 저작권법을 분석한다. 첫 번
째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유럽연합에서 저작권 원칙들(대상, 보호기준, 저작권 및
그 제한)의 비교법적 조사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법에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들의 고찰이다.
2분기에는 표현의 자유, 인터넷 사용, 영화산업과 저작권 관리를 포함하여 21세기에 중요한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외에도 이 모듈에서는 저작권보호 원칙, 저작인격권, 저작
자의 권리, 공정이용과 공정취급, 오디오-비주얼(Audio-Visual) 조약(2012년), 녹음 및 영화,
데이터베이스권, 네트워크 기술, 집중관리단체 등의 주제를 다룬다.
⑤

특허, 영업비밀의 국제 및 비교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of Patents, Trade

Secrets and Related Rights)

년대 초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시행은 국제특허체제가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듈에서 학생들은 특허, 영
업비밀 등의 국제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판례들을 서로
비교하여 고찰한다.
1990

모듈 주제
기 특허, 영업비밀 등의 국제적 관점
- 국제특허제도: 파리조약과 WIPO
- TRIPS의 특허 규정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특허 및 TRIPS의 영향
- TRIPS 특허 규정 및 WTO 분쟁해결절차
- 의약 특허: TRIPS 협정 및 도하 선언
- 의약품을 위한 도하 배타성 및 TRIPS 협정
- TRIPS 협정의 특허규정과 생물학적 다양성 조약의 관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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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클레임 및 생명공학

기 특허, 영업비밀 등의 비교 분석
- 비교법 상 특허: 개념 및 제도
- 비교법 상 특허 부여, 이용 및 집행
- 비교법 상 특허방어 및 구제조치
- 비교법 상 무효소송절차
- 비교법 상 발명자의 권리 및 직무발명
- 비교법 상 신용/영업비밀 위반

2 :

⑥

지식재산 거래(IP Transactions)

이 모듈은 학생들이 국제조약, 지역적 무역협정, 실체법 및 조약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기구들로부터 유출한 법 원칙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통상법 주제에서 응용 수준에서 문
제해결 및 법률 분석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통상법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모듈에서는 기술이전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현대
경제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거래행위에 관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식재
산권의 권리, 권리 양도, 라이선스 거래, 프랜차이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지식재
산권의 민사적, 형사적 및 행정적 집행은 물론 지식재산권의 평가를 다룬다.
모듈 주제
- 상업적 재산으로서 지식재산
- 기술이전을 위한 다양한 양태
- 기술이전 협정의 구체적 규정
- 생명공학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특정 분야 기술 라이선스
- 상표 라이선스, 노하우, 공공 연구소(예: 대학)에 의한 라이선스, 강제실시권
- 국제, 지역 및 국내법을 통한 기술이전의 공적 규제
- 프랜차이즈
- 인격권의 상업적 이용
- 지식재산 평가
- 지식재산권의 민사적, 형사적 및 행정적 집행
⑦

미디어법(Media Law)

이 모듈에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한 법률 규정 활동에 대하여 학습하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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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과 같은 일반적인 콘텐츠 규제 및 방송 콘텐츠의 Ofcom 규제와 같은 분야별 규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즉 법률적 및 비법률적 차원에서 미디어의 규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모듈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휴대폰 TV와 같은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미디
어의 규제에 관한 제도를 다룬다. 특히 영국법은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고, 다른 나라의 법
률은 서로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은 비교법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모듈 주제
- 미디어 콘텐츠에서 지식재산
- 규제 및 미디어
- 방송 미디어 규제
- 미디어에 대한 권리 및 경쟁법
- 명예훼손죄
- 법정 모욕죄
- 비밀과 프라이버시
- 미디어 지식재산 배포
- 모독, 음란, 외설 분류
- PCC 및 언론 규제
- 광고
전통지식과 유전자원(Traditional Knowledge and Genetic Resources) (2014년-15년에는
운영하지 않음)
⑧

이 모듈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한다.
역사적 발전
이 모듈은 국제적 실무 영역으로서 이 분야에서 보호받는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현
재 구조에 대한 역사적 발전을 소개한다.
- 지식재산과 기타 실무 분야
이 모듈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및 정치적 발전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지식재산 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문화유산, 생물학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에 대하여도 다룬다
- 국제적 관점
이 모듈에서는 WTO 기타 국제 및 정부간 기구의 국제 보고서, 비정부기구의 주요 보
고서, 시민사회 등의 보고서 등 문헌들을 다룬다.
- 국내 사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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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의 판례들 중 주요 사례들과 문헌들을 학습하며, 법령, 판례, 정책 보고서
등을 다룬다. 또한 개발도상국(생물학적 다양성, 전통지식 권리자)은 물론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법적 및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사례들을 학
습한다.
이 모듈에서 학생들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구조에 대한 지
식과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학습하며, 실무적으로 및 통상적으로 이들 구조의 적용에
대하여 인식함으로써, 국제 발전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관점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⑨

지식재산과 창작적 기업(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모듈의 구조

제1부: 창작적 기업
I. 창작적 기업 개관(Creative industries: an Overview)
- 누가 창작적 기업인가?
- 경제적 기여, GDP 및 고용에 대한 영향
II. 법조문 제작
- 지식재산권과 이들을 지지하는 법적 기구
제2부 - 창작적 기업 구체적 고찰
III. 음악
- 서로 다른 연주자
-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에 대하여 부여된 저작권
- 주요 상표 관점
- 국제조약(베른, TRIPS, WCT) 하에 저작자 보호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보호(로마, 제네바, TRIPS, WPPT)
- 아티스트, 매니저 및 음반회사: 계약 관계
- 콘텐츠 배포: 물리적 및 디지털 시장
- 권리의 집중관리: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협회
- 크로스보더 라이선싱
- 온라인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 콘텐츠 이용을 위한 잠재적 신 비즈니스
영화
- 영화 제작 과정에서 주요 실연가
- 영화 제작 과정
- 재정적 이슈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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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영화 배포 및 이용 이슈
- 온라인 이용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최근 발전
-

출판
- 출판 산업에서 주요 참여자: 저작자, 에이전트 및 출판사
- 관련된 권리: 저작권, 상표 및 패싱오프 이슈
- 출판계약
- 온라인 도서관: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V.

Project)

기타 (광고, 패션, 사진)
- 집중관리 및 집중관리협회
- 저작권, 상표, 디자인권, 부정경쟁에서 패션 디자인의 보호 관련 쟁점
- 글로벌 시대에서 인격권의 보호 및 이용
VI.

제3부: 현재 이슈 및 문제점
VII.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 음악, 영화 및 서적의 온라인 이용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 라이선스 거래 및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델
VIII.

⑩

디지털 해적행위 및 온라인 집행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책임, 및 온라인 콘텐츠 필터링에 관한 입법 적 발전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집행

사이버스페이스 법(Cyberspace Law)

이 모듈은 인터넷과 인터넷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술 적용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이슈를 학습한다. 국경없는 인터넷의 속성과 전 세계에 정보를 전달할 가능
성은 개별 국가의 재판관할과 법적 규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모듈
의 주제는 지식재산 보호, 프라이버시, 규제의 내용, 형법, 경쟁법, 행정법의 법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술/지식재산법에 전문가가 되려는 법률가 및 인권, 미디
어법, 행정법이나 통상법 등의 주제를 연구하려는 법률가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
한다.
모듈 주제
- 인터넷의 구조, 기술 및 속성
- 인터넷 거버넌스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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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국가 및 자아-규제의 서로 다른 유형
- 재판관할 문제
-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 이슈
-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 사이버 범죄
- 언론의 자유 및 불법 콘텐츠 규제
- 소비자 보호 및 신용에 관한 이슈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프라이버시 및 정보법(Privacy and Information Law)

⑪

이 모듈은 자주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쟁점
과 공적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학습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에 의한 감시,
공공분야 및 개인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 손실에 대한 보고,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예: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논쟁,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이슈들로, 이들은 인터넷
을 통해 수요에 따라 데이터가 가공되고 저장되는 등 이들 이슈를 둘러싸고 많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 모듈에서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특히 유럽과 미국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 하에 발
생하는 정보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외에도 정보의 자유, 일반인의
액세스 관련 법령을 국제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모듈 주제
- 프라이버시와 정보법 소개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호 개념 및 국제 법령
- 유럽과 미국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방법
- 언론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영향
- 국제 데이터의 이전 규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
- 데이터보호법과 법적 의무 간의 갈등
-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기타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제
- 정보 범죄, 사이버 범죄, 컴퓨터와 정보의 완전성 위법행위
- 정보의 자유 및 일반인의 접근(public access) 법령
- 정보에 대한 권리의 자유에 대한 예외
- 정보 법원(Information Tribunal)
⑫

국제거래 및 국제 지식재산권법(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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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듈은 첫째, 국제거래 및 국제 지식재산권의 원칙들, 특히 TRIPS의 원칙들, 둘째, 국
제거래 및 국제지식재산권법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 예를 들면 제약특허, 공중위생, 유전
자변형종자의 특허와 식품 안전성,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원산지표시와 전통지식, 인
터넷에서 상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이 모듈의 특징은 국제지식재산 조약과 지역 및
개별 국가 법령에서 이들의 영향 등을 다룬다.
모듈 주제
- 지식재산의 국제화
- 국제 지식재산법령의 소스와 국제적인 법적 보호 구조
- 무역 관련 이슈로서 지식재산과 TRIPS
- 최소보호기준, 지식재산법의 기본 원칙
- 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협정, 특허협력조약, 리스본 협정 등 국제적 등록제
도
- 개별 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법 사이의 관계
- 국제무역 관련 법령의 원칙과 TRIPS: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개도국을 위한 차별
적 대우
- 조약 법령에 대한 TRIPS 협정 및 비엔나 조약의 해석
미해결 쟁점
- 제약 분야에서 TRIPS와 무역, 병행수입과 무역의 다양성, 공중위생 문제에 대한 전략
- 유전자변형종자의 거래, 특허, 식물변종에 대한 건리, 생물학적 다양성, 이익 분배, 식
품안전성에 대한 전략
- 무역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상표 및 원산지표시, 전통지식으로부터 유출된 제조물
- 무역과 창작 산업, 저작권 제한 및 공정이용, 자동화 권리 관리제도
- 전자상거래, 저작권, 온라인 판매 규제; 인터넷에서 도메인 네임 분쟁과 상표의 사용
- TRIPS와 기술이전,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및 그린 기술의 이전
- 지식재산권의 국제 집행, 저작권 해적행위, 위조상표 및 경제발전
⑬

지식재산권, 패션 및 디자인(Intellectual Property, Fashion and Design)

이 모듈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패션과 디자인 사업의 지식재산 관리에 대
하여 학습한다. 이 과정은 패션과 디자인 산업에서 지식재산법의 적용, 특히 비즈니스 사회
학 및 지식 경영, 경제적 및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또한 이 과정은 패션과 디자인 산
업의 사회적, 정치적 및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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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저작권법, 디자인법은 물론 상표, 브랜드화 및 유사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배우며, 디자인 산업에 관한 폭넓은 관리 및 정책 기법의 개발, 디자인의 협력, 개
변 및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분야에서 디자인의 상업화와 디자
인 관리 및 법적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패션과 디자인에 관한 법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
용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이들 산업에서 문화 및 사회경제적 관점으로부터 평가할 수 있
다.
⑭

국제 및 비교법적 디자인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Design Law)

이 모듈에서는 경쟁적 경제에 대한 디자인 보호의 적절한 수준의 중요성은 학술적으로
평가절하 되어 왔다.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 인체공학 및 브랜드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키
고, 시장에서 제품의 영향 및 경쟁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디자인이 하는 역할은 서로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서로 유사한 제품을 구별하고, 제품
의 차별화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 사회경제적 차별화를 인지시킨다. 이 과정에서는 디자인
의 지식재산보호에 대하여 집중하여 학습하며, 특히 국제적 관점에서는 물론 미국과 유럽
디자인법을 비교하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이 모듈에서는 디자인법의 국제적 및 비교법적 관점을 강조하며,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디자인 법령의 원칙 및 사회경제적 역사, 및 저작권법, 디자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과 특허법에서 디자인 보호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고찰한다. 둘째, 유럽공동체 디자인법에
대하여 집중하여 고찰하며, 보호기준과 등록절차를 살펴본다. 특히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
법 사이의 차이점을 서술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사례를 연구한다. 셋째, 미국 디자인법을
유럽의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고찰한다. 넷째, 국제 제도 하에서 보호, 및 스칸디나비아 법
령 및 일본법에서 독특한 재판 하에 보호를 고찰한다. 특히 네 번째 부분은 패션, 의류 산
업, 가구 산업, 조명 제조 및 전자 산업에서 디자인법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모듈 주제
- 디자이너의 역사 : 예술적 기능사에서 산업적 디자이너로, 다시 상징적 디자이너로
- 디자인 유형: 산업상, 도형, 패션, 건축 및 풍경, 환경 등
- 국제, 유럽 및 미국의 저작권법, 디자인법 및 상표법에서 디자인 보호 개관(I)
- 국제, 유럽 및 미국의 저작권법, 디자인법 및 상표법에서 디자인 보호 개관(II)
- 예술적 저작권 보호 (I) : 영국, 미국, 프랑스 및 독일
- 예술적 저작권 보호 (II) : 영국, 미국, 프랑스 및 독일
- 유럽과 미국에서 상표법/드레스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디자인 보호 (I)
- 유럽과 미국에서 상표법/드레스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디자인 보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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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기능성 디자인
- 유럽과 미국에서 기능성 주의 (I)
- 유럽과 미국에서 기능성 주의 (II)
- 유럽에서 디자인법 (I) : 신규성과 개별적 속성
- 유럽에서 디자인법 (II) : 배제된 객체
- 유럽에서 디자인법 (III) : 보호범위 및 방어
- 유럽에서 디자인법 (IV) : 등록 및 무효
- 미국법에서 디자인 특허 (I)
- 미국법에서 디자인 특허 (II)
- 국제 보호
- 패션 산업
- 산업적 예술, 가구 및 전기 소모품
- 자동차, 부품 및 경쟁
-

⑮

상표 및 부정경쟁의 국제 및 비교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of Trade

Marks and Unfair Competition)

이 모듈에서는 상표 및 부정경쟁을 국제적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 모듈은 다
음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우선,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및 경
제적 고찰, 국제적 상표 체제의 고찰, WIPO, WT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등이
다. 둘째, 서로 다른 국가들의 법령,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판례법 국가들, 및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에 상표 및 부정경쟁에 대한 식별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발전되
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공동체 상표, 유럽에서 각 국가들의 통일화, 미국 기타 개별적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등록상표 및 디자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넷째, 비교법적 관점에
서 특정 주제를 고찰한다. 이들 중 국제거래, 상표권과 병행수입, 원산지표시의 보호, 비교
광고에 대한 규제, 캐릭터 상품화 등 라이선싱을 통한 상표의 이용, 인터넷에서 상표이용
관련 이슈, 상표와 도메인 네임 간 관계,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 이슈 등에 대하여 살펴본
다.
모듈 주제
- 상표의 법제사, 기능 및 경제학
- 상표 보호: 부정거래에 대한 등록상표제도 및 보호
- 국제조약
- 영국, 미국, 프랑스 및 독일법 하에서 부정거래에 대한 보호
- 유럽과 미국법에서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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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디자인법 사이의 상호작용
- 원산지 표시
- 병행수입
- 기능성
- 상표와 표현의 자유
-

⑯

지식재산의 조세(Intellectual Property Taxation) (2014년-15년 미운영)

이 모듈은 영국에서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내 및 영국 이외에서 지식재산 이용, 지식재산을 재산권화 및 이용하기 위한 영국의 비즈니
스 구조, 지식재산 개발, 지식재산 획득(라이선스 포함), 특허 박스 체제, 국제적 이용, 제3
자의 이용, 공급망 및 조세 계획, 이전의 가격정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학습한다.
모듈 주제
- 창작과 이전: 지식재산권법 등과 조세의 원칙
- 영국 조세에 대한 개관
- 비즈니스 조세에 관한 요소들
- 회사/파트너십에 대한 조세
- 지식재산의 창작 : 조세 관점
- 지식재산 획득 (full rights) - 조세 관점
- 지식재산 획득(라이선싱) - 조세 관점
- 제3자에게 지식재산 이전 - 조세 관점
- 특허 박스 체제
- 회사에 대한 지식재산의 기여도
- 영구 시설에 대한 조세
- 지식재산으로부터 영국 출신이 아닌 거주자가 얻은 수익에 대한 처리
- 지식재산 수출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처리
- 이해당사자 간 지식재산의 이전
- 동일한 본질 내에서 이전 - 자신의 영구 시설로의 이전
- 부가가치세 개관
- 부가가치세 :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
- 부가가치세: 공급
- 부가가치세: 공급지
- 부가가치세: 유럽연합 블록 내에서 공급, 수입 및 수출
- 기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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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n Business)

이 모듈에서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식재산이 하고 있는 역할을 검토한다. 즉 지식
재산이 가치있는 비즈니스 자산으로서 창작되고 사용되는 방법을 학습한다. 즉 비즈니스 또
는 이들의 자산이 이들의 지식재산의 가치를 취하여 어떻게 매매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
습한다. 또한 서로 다른 비즈니스 분야들이 이들의 지식재산 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등
에 대하여 학습한다.
모듈 주제

주: 지식재산 소개 - 정보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권리
2주: 지식재산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소개 - 특허와 저작권의 기본개념
3주: 지식재산에 대한 소개 - 상표와 디자인
4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관점
5주: 어떻게 지식재산이 보호되고 있는가
6주: 지식재산의 창작 및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기본 원칙
7주: ‘창작물(creatives)’ 관련 문제 - 종업원, 컨설턴트, 디자이너, 제3자
8주: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 비즈니스 자산으로서 지식재산
9주: 어떻게 지식재산이 비즈니스 자산으로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소개 - 지식재산 관련 거래[라
이선스, 마케팅, 배포]
10주: 통상적 거래를 위한 준비 - 상당한 주의 의무
11주: 라이선싱과 기타 기술이전 협정
12주: 기타 지식재산 거래 작용 - 연구개발, 협동
13주: 판매, 마케팅 계약, 제조물책임
14주: 재정보증으로서 지식재산 이용
15주: 생명과학 분야에서 지식재산
16주: 소매(retail) 분야에서 지식재산
17주: 재정 서비스에서 지식재산
18주: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식재산
19주: 창작 산업에서 지식재산 - 출판, 영화, 음악 1부
20주: 창작 산업에서 지식재산 - 출판, 영화, 음악 2부
21주: 지식재산과 새로운 미디어
22주: 교과과정 검토
1

⑱

에너지 규제 및 정책(22.5 학점)

⑲

글로벌 지식재산권법(Glob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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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듈에서는 지식재산 생산자와 소비자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기술적,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매개변수들을 분석한다. 지식재산이 글로벌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는 더욱 새로운 주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날 윤리 및 경제 분야
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식재산은 유전정보, 유전자의 재산권화 기타 생명공학 산물
들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를 토착민들이 특허법 체제 하에서 요구함으로써 입증된 바와 같
이 사회적 가치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저작권법과 상표법을 통한 개인의 존엄성을 보
호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과정은 지식재산법의 근원, 및 지식재산권법에서 현행 이
슈들에 대하여 집중 조명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성질을 탐구한다.
⑳

상호적 엔터테인먼트법(Interactive Entertainment Law)

상호적 엔터테인먼트법에서는 상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 및 통상적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비디오 게임 개발자와 출판업자, 가상세계 플랫폼 제공자가 운영하
고 있는 범위 및 사용자들이 창작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범위에서 법적 매개변수들을 분
석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개발 단계부터 상호적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제품의 상업화
와 온라인 비디오 게임과 가상세계로 산업을 심도깊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모
듈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배우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탐구한다.
상술한 과정이외에도 경쟁법, 지식재산 및 기술혁신(Competition Law,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이 있다. 이 모듈은 경쟁적인 혁신적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해관계
를 고찰한다. 유럽의 법원들이 지식재산권의 존재와 시행 사이에 차이점을 인정하였는데,
지식재산권의 존재는 경쟁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가 어
떤 예외적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의 특수한 객체의 범위에 속하는 남용적인 실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ur)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원은 ‘시행’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이 모듈에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다. 이때 경쟁법 모듈에서는 경쟁법의 본질에 관한 기본지식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또한 유
럽과 국제적 관점에서 지식재산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모듈은 수 많은 사
례 연구들에 대한 실무적 접근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 분야의 판례와 원칙들에 대하여 실무
적으로 그 영향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 272 -

(2)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지식재산법의 국제연구(International Studi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석사과정
드레스덴 공과대학(Dresd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로스쿨에 설치된 지식재산, 경쟁
법 및 미디어법 연구소(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Media Law)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법 석사과정은 영국 엑세터 대학(University of Exeter)과 런던의 퀸메리
대학(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체코 프라하의 찰스 대학(Charles-University of
Prague), 폴란드 크라카우의 자길로니안 대학(Jagiellonian University of Cracow), 프랑스 스
트라스부르 로버트-슈만 대학(Robert-Schuman-University of Strasbourg), 미국 시애틀 워싱
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 및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체제드 대학
(University of Szeged)과 공조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법은 기술혁신을 증진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실
무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므로 이 분야를 국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 하에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지식재산 석사과정은 1999년/2000년 지식재산, 경쟁법 및
미디어법 연구소장 호르스트-페터 괴팅(Horst-Peter Götting) 교수에 의해 설립되었고, 독일
지식재산보호협회(German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GRUR))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 석사과정은 1년 과정으로, 4분기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기는 겨울학기(10월~익
년 1월)에 학생들은 Exeter(영국), London(영국), Cracow (폴란드), Prague(체코 공화국),
Seattle (미국), Strasbourg (프랑스), Szeged (헝가리) 등 드레스덴 공과대학 지식재산 석사과
정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7개 대학 중 한 대학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이 기
간 동안 서로 다른 법률 분야에 대한 국제 및 유럽법 구조 및 해당 국가의 국내 지식재산
법을 공부할 수 있다. 강의는 해당 대학의 언어로 진행되며, 다만 프라하 및 크라카우 대학
은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고, 스체제드 대학에서는 영어와 독일어로 강의가 진행된다. 두 번
째 시기(2월~3월)에 엑세터, 런던, 크라카우, 프라하 및 스체제드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지식
재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 또는 독일 내 공공기관, 회사 또는 로펌에서 4주 내지 6주 동
안 인턴십을 한다. 스트라스부르와 시애틀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실무적으로 프로그램이 짜
여진 대학들의 특성 때문에 인턴십을 마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시기는 여름학기(4월~6월)
로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공부한다. 드레스덴에서 지식재산권법, 경쟁법 등 법률 분야에
관한 강의,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하며, ‘모의법정’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가 제공된다. 또한 매주 변호사, 특허 법관 등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근
무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제공한다. 드레스덴 여름학기는 콜로키움과 뮌헨 방
문으로 끝나는데, 뮌헨에서는 유럽특허청, 독일 특허상표청, 독일연방특허법원, 지식재산 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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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및 미디어 회사들을 방문한다. 드레스덴에서 강의는 독일어로 진행된다. 네 번째 시기(7
월~9월)는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시기로, 학생들은 괴팅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주
제를 선택할 수 있고, 최고 논문은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로펌에서 수상을 한다.
이들 프로그램을 마치면 지식재산권법의 국제연구 석사학위(LL.M. – International Studi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가 부여된다.
지식재산권법 국제연구 석사학위 프로그램 이외에도 독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거
나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시험(FACHANWALTSKLAUSURENKURS
“Gewerblicher Rechtsschutz”)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며, 이들은 전문 변호사 규정
(Fachanwaltsordnung) 제4조 및 제4a조에 따라 산업재산권법 분야에서 이론적 지식을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드레스덴 지식재산 석사학위의 입학요건으로는 법학분야 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학위가 있어야 하고, 엑세터, 런던 또는 시애틀에서 겨울학기를 보내려는 지원자들은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 점수가 있어야 하며, 스트라스부르에서 겨울학기를 보내려는
학생들은 프랑스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프라하나 크라카우에서 겨울하기를 보내려는 학생
들은 체코어 또는 폴란드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모국어가 독일어가 아닌 지
원자들은 우수한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드레스덴 공과대학 지식재산 석사과정에서 여름학기에 제공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과정

산업재산권)
(b) Medienrecht (미디어법) - 블록 세미나
(a) Gewerblicher Rechtsschutz(

②

독일 및 유럽 상표법

상표법 개론)
(b) Gemeinschaftsmarke (공동체 상표)
(a) Allgemeines zum Markenrecht (

상표법 사례)
(d) Markenlizenzen und Kartellrecht (상표 라이선스 및 카르텔법)
(e) U.S. Trademark Law (미국 상표법)
(f) IR-Marke (IR-상표)
(g) Schutz des Erscheinungsbildes von Waren (상품의 상표 보호)
(h) Vertiefung Markenrecht (상표 심화과정)
(i) Markenentwicklung (상표 개발)
(c) Aktuelle Fälle aus dem Bereich des Markenrechts (

③

독일 및 유럽 특허법

유럽 특허법)

(a) Europäische Patent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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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c) Das Arbeitnehmererfinderrecht (직무발명법)
(d) Einführung in den Sortenschutz (종별보호 입문)
(e) Fassung von Patentansprüchen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f) Patentrechtlicher Moot Court (특허법 모의재판)
(g) Das Beschwerdeverfahren beim EPA (유럽특허청에서 항고심판절차)
(h) Vertiefung Patentrecht (특허법 심화과정)
(i) Europäischen Patentrecht Seminar (유럽 특허법 세미나)
(b) Der Patentverletzungsprozess (

④

독일 및 유럽 디자인법

공동체 디자인법)

(a) Das Gemeinschaftsgeschmacksmuster (

⑤

저작권 및 출판법

저작권법)

(a) Urheberrecht (

(b) Urheber, Medien und Verlage in der digitalen Welt(

및 출판사)

디지털 세계에서 저작자, 미디어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법)
(d) Die GEMA (게마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e) Vertiefung Urheberrecht (저작권 심화과정)
(c) Musik- und Entertainmentrecht (

⑥

미디어 및 인격권

미디어 회사에서 법적 관점)
(b) Vertiefung Medienrecht (미디어법 심화과정) - 블록 세미나
(a) Rechtsaspekte in einem Medienunternehmen(

⑦

경쟁법

경쟁법)
(b) Kartellrecht (카르텔법)
(a) Wettbewerbsrecht (

의약품 광고법 및 식품 법)
(d) Werbeselbstregulierung und UWG (광고자체규제 및 UWG)
(e) Direktwerbung (직접 광고)
(f) Vertiefung Wettbewerbsrecht (경쟁법 심화과정)
(c) Heilmittelwerbe-/Lebensmittelrecht (

⑧

라이선스 계약법

라이선스 계약법) - 워크숍
(b) Technologietransfer (기술이전)
(a) Lizenzvertrags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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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개발 계약)

(c) Forschungs- und Entwicklungsverträge (

⑨

지식재산 실무 과정

법률 준수) - 워크숍

(a) Rechtsdurchsetzung (

산업재산권의 재정적 평가)

(b) Die monetäre Bewertung gewerblicher Schutzrechte (

국경 압류)

(c) Die Grenzbeschlagnahme (

산업재산권과 형법)
(e) Einführung in das Recht des Datenschutzes (데이터보호법 입문)
(d)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Strafrecht (

(3) 스 페 인

스페인에서는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이 EIPIN의 기구이다.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은 1979년 설립된 대학으로, 11개의 단과대학에 약 35,000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
고 있으며, 현재 45개가 넘는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LL.M.) 과정은 스페인 알리칸테(Alicante)가 유럽연합 기구로서 유럽공동체 상표
등록 권한을 가지게 된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이 설립된다고 결정된 1994년에 신설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학위를 가진 대학 졸업생이 지식재산법과 정보기술법에 대한 석사학위를 원하는 대학
원생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석사과정은 전 세계에서 매년 35명의 학생들을 입학시킨
다. 오늘날 Magister Lvcentinvs 과정은 유럽에서 지식재산 및 정보기술법 연구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권위있는 석사학위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재산 아카데미는 물론 아시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며 중요한 연구 센터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에는 지식재산 및 정보기술 LLM
(Master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 과
정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정보기술과 같이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유럽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가장 현대적인 석사과정 중 하나이다. 석사과정은 4개의 영역(모듈), 즉 특
허와 기술이전 영역, 상표, 디자인 및 경쟁법 분야, 저작권 분야, 정보기술 분야로 구분된
다. 학생들은 총 60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학기말에는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강의는 영어
와 스페인어로 진행되며, 매년 9월부터 익년 6월까지이다.
특허 및 기술이전(PATENTS AND TRANSFER OF TECHNOLOGY) 분야
이 분야는 국제적으로 발명보호에 관한 철저한 학습을 목표로, 특허권 부여에 관한 연구,
개별국 및 국제적 특허등록, 특허보호, 단일특허법원, 유럽특허제도, 특허와 기술이전 및 라
이선스 계약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분야의 프로그램은 30학점으로 구성되며, 영어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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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된 기술 및 용어 모듈(선택) 및 필수 연구물로 구성되며, 이 프로그램은 9월부
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특허 및 기술이전 전문
가(Specialist Qualification in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학위가 수여된다.
모듈 I: 특허와 기술이전
특허제도: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EU, WIPO, WTO, UNCITRAL)
- 실체적 강연 내용: 권리와 제한, 무권리자의 특허 이용 및 제한
② 각 국의 특허제도: 미국, 중국, 스페인
③ 유럽에서 특허부여 절차 및 PCT
- 유럽에서의 특허부여 절차 및 실무
- 특허요건 및 전문적인 특허명세서 작성
- 이의신청, 항소 및 Euro PCT, Espacenet
- Cross border 특허소송 관련 사례 연구
- 단일 효과의 유럽특허 및 단일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 유럽특허 전문가: 유럽특허변리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④ 특허권의 이용
- 기술이전계약 및 라이선싱
- 특허 서류, 특허검색, 정보기술(IT)
- 오픈 이노베이션, CII, 통신제품
-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발명
⑤ 특허와 경제학. 특허 관리
⑥ 특허보호의 독자적 시스템
- 실용신안 등록, 식물변종보호, 전통지식, 대학발명
⑦ 특별 분야
- 나노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화학과 제약특허, 유전학, 상호보완 특허증명서
- 식품안전, 공중위생. 그린 테크놀로지
⑧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전략
- 기계, 전기, 화학발명
- 제조방법 특허 사례
- 조정 및 중재 사례
①

상표, 디자인 및 경쟁법 분야
이 분야는 상표와 디자인의 전문가, 변호사, 심사관, 에이전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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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의 법령(스페인, 기타 유럽 국가들, 미국, 중국)은 물론 유럽공동체 차원 및 국제
적 제도에 있어서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외에도 이 과정은 원산
지표시, 상호와 같은 표장, 경쟁법, 부정경쟁 및 광고 등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이 프로그램
은 30학점으로 구성되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모든 수업은 영어 또는 스페인어
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상표, 디자인 및 경쟁법 전문가
(Specialist Qualification in Trademarks, Designs and Competition Law)” 학위가 수여된다.
모듈 II: 상표, 디자인 및 경쟁법
①

식별력있는 표장

가) 상표
- 상표의 개념, 경제적 기능 및 분류; 공동체 상표, 국제 및 개별국 상표
- 합체,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이유
- 상표권의 내용
- 재산권의 객체로서 상표: 양도 및 라이선스
- 상표권 소진: 취하와 무효
- 단체 및 증명표장
- 상표등록절차: 국제, 유럽 및 국내 상표등록절차
- 기타: 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상표제도 및 등록절차
(나) 상호(trade name)
(다) 원산지 표시 및 출처 표시: EU 및 국제적 보호
(

②

미적 창작: 산업 디자인

가) 정의 및 한계설정 대 유사 기구 및 분류
(나) 국제, 유럽 및 국내 토픽
(다) 디자인권의 내용: 장점 및 단점
(라) 디자인권의 객체로서 디자인
(마) 디자인권의 소진
(바) 국제, 유럽 및 국내 디자인권 부여절차
(

③

경쟁법 및 광고

가) 경쟁법 및 지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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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계약, 자유경쟁과 지식재산권
(다) 지식재산제도 및 부정경쟁
(라) 영업비밀
(마) 지식재산과 상업 광고
(

④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

가) 상표보호에 있어서 전략적 이슈
(나) 보호 양태에 있어서 전략
(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 대책
(라) 브랜드 전략
(마) 지식재산권의 해적행위(Piracy) 및 위조행위
(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체적 절차로서 중재
(사) OHIM에서 융합(convergence) 수단
(

저작권과 정보기술 분야
이 분야는 변호사, 실무가, 산업재산권 에이전트, 컴퓨터 전문가, 언어학자, 번역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학의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유럽 및 개별 국가 수준에서 심도 깊게
저작권을 학습하며, 이때 앵글로색슨계와 대륙법계 저작권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보호, 대체적분쟁해결,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 정보기술법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이 과정은 총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저작권법 강의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정보기술법은
영어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저작권 및 정보기술법 전문가
(Specialist Qualification in Copyright and Information Technology Law)” 학위가 수여된다.
3)

모듈 III: 저작권 및 정보기술법
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가) 개별국, 유럽 및 국제 저작권제도에 대한 소개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권 객체(저작물)
- 저작인격권
- 배타적 저작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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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 저작인접권
- 저작권의 보호기간 및 퍼블릭도메인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비디오 게임 보호
- 저작권 조세
(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 일반적 성질
- 특별한 양도: 음악 또는 극장에 관한 계약, 시청각 제작 계약, 보정 계약, 라디오 저작
물
(라) 저작권 집중 관리 및 보호
- 심벌 및 지식재산 등록
- 민형사상 소송 절차
-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 및 중재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특수한 보호
(마) 국제적 보호
- 앵글로색슨 저작권 제도
- 라틴 아메리카에서 저작권
- 저작권과 자유무역협정(FTA)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서 국제소송
-

②

정보기술법

가) 정보사회, 인터넷과 기술적 융합
(나) 인터넷 거버넌스
(다) 도메인네임 시스템과 UDRP
(라) 표준 및 지식재산
(마)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사) 전자 서명
(아)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자)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특허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전매 라이선스 및 프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차) 인터넷에서 상표침해
(카) IT/IP 분쟁에서 조정 및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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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IT 분야에서 경쟁법
(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하) 인터넷 갬블링
(하-2) 사이버 범죄
(하-3) 전자상거래 및 조세
(하-4) 실무
(

4)

공동체상표 및 디자인 관련 특별 모듈(Special

modules on Community

Trademarks and Design)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 석사학위 과정에는 공동체상표 및 디자인
관련 특별 모듈(Special modules on Community Trademarks and Design)이 마련되어 있다.
이 모듈은 2개의 집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상표 집중 모듈
(COMMUNITY TRADE MARK INTENSIVE MODULE)로 1주간(2014년 2월 3일부터 7일까
지) 진행되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디자인 집중 모듈(COMMUNITY DESIGN INTENSIVE
MODULE)로 3일간(2014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공동체상표 및 디자인 특별
모듈은 유럽상표청(Office of Harmonization for the Internal Market (OHIM)) 및 유럽의 저
명한 법률사무소와 협력 하에 운영된다. 이 과정은 특히 공동체상표 및 디자인 집행에 전문
가가 되고 싶은 변호사, 실무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유럽상표청 본부에서 전부 영
어로 진행된다.
113)

114)

①

공동체 상표 집중 모듈

가) 상표등록 절차, 실체법, 거절이유
(나) 이의신청절차, 사용에 대한 입증, 혼란 가능성
(다) 저명상표, 저명상호, 미등록 권리, 대리인이 등록출원한 상표
(라) 상표 사용: 국제 및 유럽 관점
(마) 상표 갱신등록, 상표권 라이선스 및 이전
(바) 상표취소절차: 포기, 철회, 무효
(사) 소비자와 상표
(아) 소송절차 입문: 주요 사례 중심
(자) CFI 및 유럽사법재판소(ECJ) 소송절차 입문: 주요 사례, 항소
(차)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mark; CTM) 권리 실시: 소송절차, 권한, 준거법
(

113) 참조: <http://www.ml.ua.es/uploads/site/files/XII%20CTM%20Intensive%20Module%20LAST%281%29.pdf>
114) 참조: <http://www.ml.ua.es/uploads/site/files/2014%20CD%28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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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원에서 공동체상표 I : OHIM 결정에 대한 CFI 및 ECJ에의 항소
(타) 실무자 관점에서 본 CTM I : 기소 이슈에 관한 패널
(파) 법원에서 공동체상표 II : 공동체상표 법원에서 CTM
(하) 회원국 법령에서 CTM 규정의 영향: 동시 및 연속적 민사소송, 개별 국가 시행 대
CTMs, 전환(conversion)
(하-2) 실무자 관점에서 본 CTM II : 소송 사건에 대한 패널
(

②

공동체 디자인의 집행 모듈(INTENSIVE MODULE ON COMMUNITY DESIGN)

가) 공동체 법령 개요
(나) 디자인 등록 절차
(다) 심사과정
(라) 공동체법 침해 관련 사례
(마) 공동체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및 검색 툴
(바) 법원에서 공동체 디자인
(사) 무효 디자인
(아) 해적행위 및 위조
(자)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사례에서 항소법원에 제기된 항소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
조정
(

세미나 과정 “ITIP Update Seminars”
스페인 알리칸테 대학의 Magister Lvcentinvs 과정에서는 방학 중에 지식재산 및 정보기
술 전문가들에게 최신 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 과정인 “ITIP Update Seminars”을 제
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실제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
는 실무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매 2년마다 모든 학생들과 전문가들을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포럼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컨퍼런스를 제
공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에는 지식재산과 신기술에 관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New Technologies)
, 2010년에는 저작권과 인터넷에 관한 컨퍼
런스(Conference on Copyright and Internet) , 2012년에는 지식재산, 디지털화 및 문학 저
작물: 문제와 해결에 대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Digitalization and
5)

115)

116)

115) 구제적인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 참조: <http://www.ml.ua.es/descargas/programa-i-jornadas-internaci
onales-de-propiedad-intelectual-y-nuevas-tecnologias.pdf>
116) 참조: <http://www.ml.ua.es/descargas/programa-jornada-sobre-derecho-de-autor-e-internet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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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ry Works: Problems and Solutions)117)

을 개최하였다.

(4) 네덜란 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법과대학은 지식재산법 및 지식경영(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Knowledge Management, IPKM)의 Advanced Masters
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마
스트리히트 대학(Maastricht University)의 법과대학은 약 2,500명의 학생과 250명의 스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법과대학은 3개의 3년 학사 학위과정[네덜란드법
(네덜란드어), 세법(네덜란드어), 유럽법(네덜란드어와 영어)] 및 다음과 같이 9개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8)

네덜란드법(네덜란드어)
네덜란드 헌법 및 행정법, 형법, 사법, 통상법과 비즈니스법
- 유럽법 과정(영어)
공동체법(Ius Commune) 및 유럽연합법
- 세법(네덜란드어 또는 영어)
직접세 및 간접세(이하 네덜란드어), 국제 및 유럽 세법(영어)
- 노동법(네덜란드어)
노동법, 비즈니스 또는 노동 및 건강
- 포렌식, 형사법(네덜란드어 또는 영어)
- 글로벌 및 법률(영어)
기업법 및 통상법, 인권과 국제경제법
- 국제법(2년 프로그램, 영어)
- 지식재산 및 지식경영 분야 응용 석사과정(Advanced Maste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Knowledge Management) (영어)
-

마스트리히트 법과대학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독특한 법학 교육을 제공하며, 과정들이
특히 소규모로 진행된다. 1년차에서는 각 튜터 그룹에서 최대 15명의 학생들만이 공부하며,
이는 교육을 집중적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문제-기반
학습형(Problem-Based Learning (PBL))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이러한 방법론은 마스트리히트 대학에서 최초로 개발된 방식이다. PBL 방식은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특히 새로운 문제, 규칙, 법령 등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규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프
117) 참조: <http://www.ml.ua.es/uploads/site/files/jornada-pi-2012.pdf>
118) 홈페이지: <http://www.maastrichtuniversity.nl/web/show/id=148372/langi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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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모의법정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마스트리히트 법과대학의 학사 및 석사과정은 국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국제법과
유럽법은 물론 비교법 차원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고, 다양한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과대학의 연구 스쿨은 인권 연구 스쿨과 공동
체법(Ius Commune) 연구 스쿨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비교법, 국제법과 유럽법 및 이들의
개별 국가의 법령 과 인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마스트리히트 법과대학
은 1년에 4회 Maastricht Journal on European and Comparative Law을 발간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법과대학의 지식재산법 및 지식경영 석사과정(Advanced Masters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Knowledge Management(IPKM))은 변호사, 법률 실무가는 물
론 기술 분야 지식을 가진 자를 위한 석사학위과정이다. 이 과정의 특징은 국제 지식재산
소송실무, 기업소득 및 가치, 클레임 작성 등의 전문 트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학생들이든 관계없이 실무와 이론을 함께 배운다는 장점이 있다. 마스트리히
트 대학에서 제공되는 집중 모듈(intensive modules)은 미국과 아시아 지식재산법 및 실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는 1년 풀타임 석사과정 또는 2년의 하프-타임 석
사과정이 있다. 새로운 트랙으로 ‘기업가 정신, 지식재산경영 및 가치(Entrepreneurship, IP
Management and Valorisation)’가 2012년 신설되었는데, 이 트랙은 기술기반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비즈니스 관련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지식재산 및 지식경영 응용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은 지식기반 산업, 연구소 등에서 법률
실무가 또는 경영자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3학기로 구분되며, 학생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구분된다. 1학기
에 학생들은 지식 가치 및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유
럽연합과 미국에서 지식재산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받는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세계무역기구(WTO), 유럽특허청(EPO)와 같은 국제기구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도
배운다. 2학기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수
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3학기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IPKM)은 과학 또는 기술적 배경(예컨대, 생물학, 화학, 전자학, 공학, 약리학, 물
리학 등)을 가진 자로서 유럽변리사(European Patent Agent)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을 포함하
여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자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유럽특허청의 유럽전문가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의 훈련기간(일반적으로 3년)에서
6개월을 공제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IPKM 프로그램은 3개의 기둥,
즉 첫째, 공통 핵심 기둥, 둘째, LL.M 트랙 기둥, 셋째, MSc 트랙 기둥으로 분류된다. 이 프
로그램의 특징은 IPM에 참여하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필수 과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학위에 따라 트랙 기둥, 즉 LL.M 트랙 또는 MSc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모든 학생들은 공통 핵심 기둥에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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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부가적으로 각 학위에 따라 트랙 기둥에서 제공된 과정들을
이수해야 한다. 2년 이상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다니는 대다수 학생들은 MSc 학생들이고,
이들은 1년간 특허 관련 과정을 선택하고, 2년차에는 다른 잔여 과정 및 모듈을 선택한다.
이러한 옵션은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유럽특허청의 유럽전문가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 승인을 위해 필요한 근무 경력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MSc 학생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다음은 마스트리히트 법과대학의 지식재산 및 지식경영 석사과정의 LL.M 및 MSc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지식재산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많은 다른 대학들이 있지만,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지식재
산 및 지식경영 과정은 지식재산법, 기술 및 지식재산 경영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특허, 상표와 부정경쟁, 저작권, 디자인법 등 지식재산법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특허법을 다소 강조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
으며, 법, 기업가 정신, 정책, 모든 지식재산 자산의 전략적 경영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있다. LL.M 트랙은 주로 비교법적 소송 실무에 초점을 맞춘다면, MSc 트랙은 특허변
리사의 전문적 요건에 보다 충실하게 교육과정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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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LL.M) 과정
① 지식재산 및 지식경영 석사학위논문(Master Thesis Intellectual Property and Knowledge
1)

119)

Management)

가) IPKM 석사학위 논문 : 6학점 (LAW5095)
(나) 법학 영어 및 방법론(Legal English and Methodology) : 2학기, 학점 없음 (LAW5091)
(

② IPKM

공통 핵심 필수

가 지식재산법의 원론(Principles of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Law) : 1학기, 5
학점 (LAW5013)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 1학기, 5학점 (LAW5014)
(다) 상표법과 부정경쟁(Law of Trade 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2학기, 5학점
( )

(LAW5015)

라) 특허법 I : 2학기, 5학점 (LAW5016)
(마) 상표법, 저작권과 디자인 : 4학기, 3학점 (LAW5017)
(바) 특허법 II : 4학기, 3학점 (LAW5018)
(사) 기업가 정신, 지식재산 경영 및 가치화(Entrepreneurship, IP Mgnt & Valorisation) : 4
학기, 5학점 (LAW5036)
(아) 경쟁법, 지식재산 라이선싱 및 포트폴리오 경영(Competition law, IP licensing and
portfolio management) : 5학기, 5학점 (LAW5020)
(자) 저작권과 디자인 II (Copyright and Designs II) : 5학기, 5학점 (LAW5019)
(

③ IPKM

공통 핵심 선택(IPKM common core electives)

가) 유럽특허조약 절차(EPC procedure) : 3학기, 2학점 (LAW5022)
(나) 아시아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n Asia) : 3학기, 3학기 (LAW5047)
(다) 매년 IEEM 지식재산 세미나/지식재산 석사 수업(Annual IEEM IP Seminar/IP master
classes) : 논문, 5학기, 2학점 (LAW5025)
(라) 미국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SA) : 5학기, 3학점 (LAW5046)
(

④ IPKM LL.M

필수

119) 교과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maastrichtuniversity.nl/web/Faculties/FL/LLM_IPKM.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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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지식재산 소송(Comparative IP Litigation) : 3학기, 4학점(LAW5027)
⑤ IPKM LL.M

선택과정

가) 지식재산법의 글로벌 정책 및 경제학(Global policy and Economics of IP law) : 1학
기, 2학점 (LAW5026)
(나) 지식재산 집행 및 소송(IP Enforcement and Procedure) : 2학기, 2학점 (LAW5028)
(다) 기술이전 및 프랜차이즈법(Technology transfer and franchising law) : 4학기, 2학점
(

(LAW5029)

라 지식재산의 경영 및 파이낸싱(Managing and financing IP) : 5학기, 2학점 (LAW5030)

( )

과정
① IPKM 공통 핵심 필수
2) MSc

120)

가 지식재산법의 원론(Principles of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Law) : 1학기, 5
학점 (LAW5013)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1학기, 5학점 (LAW5014)
(다) 상표법과 부정경쟁(Law of Trade 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2학기, 5학점
( )

(LAW5015)

라) 특허법 I : 2학기, 5학점 (LAW5016)
(마) 상표법, 저작권과 디자인 : 4학기, 3학점 (LAW5017)
(바) 특허법 II : 4학기, 3학점 (LAW5018)
(사) 기업가 정신, 지식재산 경영 및 가치화(Entrepreneurship, IP Mgnt & Valorisation) : 4
학기, 5학점 (LAW5036)
(아) 경쟁법, 지식재산 라이선싱 및 포트폴리오 경영(Competition law, IP licensing and
portfolio management), : 5학기, 5학점 (LAW5020)
(자) 저작권과 디자인 II (Copyright and Designs II) : 5학기, 5학점 (LAW5019)
(

② IPKM

공통 핵심 선택(IPKM common core electives)

가) 유럽특허조약 절차(EPC procedure) : 3학기, 2학점 (LAW5022)
(나) 아시아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n Asia) : 3학기, 3학기 (LAW5047)
(다) 매년 IEEM 지식재산 세미나/지식재산 석사 수업(Annual IEEM IP Seminar/IP master
(

120) 교과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maastrichtuniversity.nl/web/Faculties/FL/MSc_IPKM.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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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학기, 2학점 (LAW5025)
(라) 미국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SA) : 5학기, 3학점 (LAW5046)
classes) :

③

지식재산 및 지식경영 석사학위논문(Master Thesis Intellectual Property and Knowledge

Management)

가) IPKM 석사학위 논문 : 6학점 (LAW5095)
(나) 법학 영어 및 방법론(Legal English and Methodology) : 2학기, 학점 없음 (LAW5091)
(

(5) 스 웨덴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 은 유럽 지식재산법 석사과정(Master of Laws (LL.M) i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Law)을 2000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총
60 학점(ECTS)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이중 30학점은 석사 논문과정이다. 프로그램은 전일
제 수업과 블록 세미나 형태로 구성되며, 모든 학생들은 지식재산 응용 과정(15학점)을 이
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제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
도록 한다.
지원자는 다음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1) Statement of Purpose (지원 목적); 2) CV
(이력서); 3) Letters of recommendation (추천서); 4) 영어 어학 능력 (TOEFL 600/250/90, or
IELTS, 6.5).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유럽 지식재산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개설되어 있는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21)

122)

모듈 1 (응용 지식재산권법)
응용 지식재산권법(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Law)은 15 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 수준에서 지식재산권법의 기본 분야 및 주변 분야를 배운다. 매주 강의 이후에 학생들
은 특정한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1-2 페이지의 요약서(summary)를 제출해야 한다.
1)

2)

모듈 2A
유럽 상표법)

① European Trademark Law (

121)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과정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urinst.su.se/english/
education/courses-and-programmes/master-s-level/master-of-european-intellectual-property-law/m
aster-of-laws-ll-m-in-european-intellectual-property-law-60-credits-1.149560>
122) 보다 구체적인 입학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www.jurinst.su.s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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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유럽 상표법제에 대해 학습하지만, 공정거래, 도메인 이름 기타 인터넷에
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배우며, 또한 이들 문제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학생들은 유럽 지식재산권법에서 상표 관련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유럽 상표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상표의 역할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생명공학 및 의약 특허)

② Biotech and Pharmaceutical Patents (

이 과정은 생명공학 및 의약발명의 특허성, 마커쉬 방법, 생명공학 및 의약발명의 특허기
준, 선택발명, 유럽특허조약 제53(c)조에서 치료⋅진단⋅수술방법의 특허성, 의약 및 생명공
학발명 분야, 특히 인간배아줄기세포에서 유럽특허조약 제53(a)조의 도덕성에 의한 특허 제
외, 유전자 특허, 생명공학/의약산업에서 특허전략, 특허 라이선싱, 보충적 보호 증명서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의약산업 소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르딕 모의법정)

③ Nordic Mootcourt (

3)

모듈 2B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① Copyright in the Information Society (

이 과정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제 및 유럽 저작권의 발전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관점에서 본 저작권의 미래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과정에서는 디지털 저작권의 유럽 및 국제적인
법 구조(유럽 저작권 지침과 관련 판례, TRIPS, WIPO 인터넷 조약들), 데이터베이스와 컴퓨
터프로그램 관련 문제, 디지털 환경에서 배타권의 범위,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권과 저작권
사용자로서 방송인, 저작권 제한과 공정이용, 기술적 보호조치 및 디지털권 관리, 디지털
저작권 집행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과 경쟁법의 경계, 디지털 저작권의 경
제학, 정치학 및 문화적 영향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과정은 25 시간의 강의와 8시간의
세미나로 구성되며, 케이스 스터디 및 학생들의 PPT 발표를 하도록 구성된다.
국경 및 지식재산 분쟁)

② Transborder and IP Conflicts (

이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과 국제사법에서 일반 원칙과 현행 법 구조; UDRP, 중재와 조정
과 같이 지식재산 분쟁에서 대체적분쟁해결; 공동 유럽특허 재판부 및 단일특허; 및 지식재
산의 미래, 즉 ALI 원칙과 막스플랑크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과정은 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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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로 구성된다.
4)

모듈 3
방법 및 논문)

① Method and Thesis (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이론, 방법 및 작성기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4일에 방법
론 세미나(Method Seminar)가 열린다. 6월 4일 세션은 학생들이 스스로 논문 프로젝트에 대
하여 논문개요, 참고문헌 등을 발표한다. 학생들은 통상 8월 15일에 논문 초안을 제출해야
하고, 1주일 이내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다.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 11월 20일 무
렵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마. 유럽 제도 분석에 따른 시사점

유럽특허청(EPO)의 지식재산에 관한 재교육은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 EP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들의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는 물론 비회원국들의 특허 심사관, 법관, 중소기업인들을 포함한
산업계, 학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유럽특허제도에 대한 이해 및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교육은 대
부분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유럽상표청(OHIM)은 OHIM 아카데미를 통하여 EU의 지식
재산 관련 법률사무실, 비-EU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재산의 교육 및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유럽 내에서 상표와 디자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고, OHIM 의 향후 비전을 담당하고 있다. OHIM 아카데미는 EU의 회원국 및 지식재산 전문
가들은 물론 EU를 벗어나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
적인 지식재산 주제들로부터 상표와 디자인의 모든 쟁점들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
고 있다. 또한 유럽특허아카데미 및 WIPO 아카데미의 기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IP-5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변방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특허청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유럽특허아카데미, OHIM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
로 참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직접 유럽의 제 기관에 파견하여 재교육을 받도
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EPA 및 OHIM Academy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관들이 제대로 유럽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재교육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영어, 스페인어 같은 외국어 역량을 키
울 필요가 있고, 심사관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허청 내에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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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럽특허
아카데미 또는 OHIM 아카데미와 같이 지식재산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
영하거나 제 외국의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 외국의 심사관들
또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미나, 포럼 등을 자주 개최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은 제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외국의 지식재산 심사관들이나 전문가들과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럽특허청이나 유럽상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우리나라의 특허청 내에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
가들의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
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허청에서도 우리나라의 특
허제도에 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허청 심사관들을 대
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
상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유럽의 지식재산 연구소들의 특징은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
법, 중국 또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법, 국제법, 지식재산 관련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 재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외국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실무를 학습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의 재교육도 단순히 국내 법령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법
령 및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장 및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특허청의 국
제화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럽 부분에서는 유럽의 지식재산 공적 기관과 더불어 주요 대학들을 살펴보았
다. 이들 대학들은 나름대로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이들 대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특허청 사무관
들을 파견하여 제 외국의 제도를 학습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
다. 이러한 기회 제공을 통해 특허청의 국제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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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본

가. 인재 양 성 기본방향

ㅇ

일본은 장기간 경기침체 극복, 경제부흥을 위해 2002년에 지식재산입국을 선언

지식재산의 창초, 보호, 활용, 인재 육성의 각 테마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가 집중 추
진할 행동 계획을 상세하게 명기한 『지식재산 전략대강』을 작성
- 지식재산전략 대강
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식
재산기본법』을 입법하고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실무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 2005년 지식재산 전략본부는 『국가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지식
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문부과학성의 지원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
재산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
-

123)

124)

제1기 전략(2003-2005)
- 지식재산 관계법령 정비(지식재산고등법원설치법 등 30여건 법률 재개정)
- 창조 및 활용 기반 정비(대학의 지식재산본부 설치 및 TLO 강화)

ㅇ

제2기 전략(2006-2008)
- 제1기에서 정비한 기반 위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
- 콘텐츠, 브랜드 진흥 및 인재육성 강화(인재육성전략 수립)

ㅇ

제3기 전략(2009-2013)
- 창조, 보호, 활용, 인재양성의 기본 틀을 변화시킴
- 1, 2기에서 구축된 IP인프라의 전략적 활용
- 지식재산제도 및 제반관련의 국제화 추진

ㅇ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입문단
계, 성장단계 그리고 성숙·발전단계에 따른 단계별 세부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
음.

ㅇ

125)

123) <http://www.kantei.go.jp/foreign/policy/titeki/kettei/020703taikou_e.html>
1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2012.6, 30면.
1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20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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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단계별 세부추진전략

126)

나. 국제화 추세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

(1) 새 로운 교육의 도 입

일본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서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지재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지재인재육성 프로그램」 을 강력하게 실행하
고 있다. 심사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한 적절한 권리화를 위해 외국어능력의 강
화, 최신 기술을 포함한 정확한 기술동향의 파악，기술대응 폭의 확대, 법적 전문성 및 경
영적 소양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127)

(2) 2012년 인재육성의 구체적 실시개요

특허청의 인재육성의 기본방침인 「연수기본지침」（2009년 3월 개정）의 이념에 기초하
여 「2012년 연수계획」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 인재육성시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
었다. 해당 시책은 다음 5가지가 주를 이룬다.
128)

126)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 지식재산 인재관련 선진국의 동향, 2007.
127) 「知的財産推進計画2011」에 근거하여 글로벌 시장을 중시한 혁신전략에 근거한 지재경영인재의 육성․확
보를 주안점으로，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취할 방향성을 나타낸다. 본 계획은 「人材」（human resource）가
아니라 「人財」（human capital）로 표기하고 있다.
128) 森川幸俊, 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最近の取組について, パテント 66-1, 2013年1月, 7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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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보 육성과 사후프로그램
② 심사관에게 요구되는 지식・능력에 충실
③ 심사관의 국제화에의 대응
④ 중장기 관점에서의 인재양성
⑤ IP5 연수의 국제적 연대
①

과 ②는 종전부터 해오던 시책이다. ②를 위한 기술연수는 유연한 심사체제 구축을 위
해 담당 기술분야 변경이나 확대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관의 요구에 부응한 연수를
강화하고 적절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①

(3) 심사의 국제화 대 응

영어 PCT의 확충, 국제특허분류 조화 프로젝트에의 대응 등 심사관이 영어를 사용하여
심사실무, 주변업무를 행할 일이 많아짐에 따라 영어능력강화가 필요하다.
중국어를 필두로 제2외국어 문헌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위
해 해당 언어능력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지재인재육성 프로그램」에는「심사관의 국제
화를 위해 어학연수 및 해외유학을 적극 활용하여 어학능력을 높인다」고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국제지재전략으로는 아시아 실체심사협력, 신흥국 심사관의 전략적 인재육성의 실시
를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종래부터 실시되던 국제심사관협의에 더해 IP5의 공통 트레
이닝 정책에 의한 연수상호참가 프로그램, IP5 심사관 워크숍실시 등으로 심사관의 영어능
력이 한층 필요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심사관의 어학능력 향상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특허청 독자의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어연수에 대해서는 수강할 수 있는 언어종류가 많고 숙박형, 통학형, 통신교육형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단기（2〜4일）집중실시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외국어연수의 충실을 위해 연수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그 중 하나가「실천적
중국어 독해코스 신설」이다. 중국어연수는 교재 중에 기술적으로 쉬운 문헌도 포함하고,
독해에 특화한 연수를 실시한다. 심사관은 한자문화권이라는 강점을 살려 중국어 특허문헌
독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어 기초문법이나 사전 찾기, 초보적 지식의
수강은 꼭 필요하므로 초급반을 수료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급반을 수강한 심사관이
1)

129)

129) 2012년,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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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초급반 수료 후에 이어서 독해연수를 수강하여 심사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 심사실무의 정보발신력 강화
2011년부터 일본은 심사실무의 정보발신력 강화를 위해 영어로 심사실무를 설명하는 능
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특허실무 프리젠테이션 연수」를 개설했다.
본 연수는「기초」，「응용」두 파트로 구성된다. 「기초」편에서는 회화강사로부터 영어
를 이용한 일반적 프리젠테이션 기초를 습득한다(주1회・5주간). 그 후「응용」편에서 미국
과 일본 심사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특허청 심사기준(신규성, 진보성 등)을 주제로 영
어 프리젠테이션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2일간).
오랜 경험의 미국변호사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좌를 진행해 실무 프리젠테이션 능력
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편을 수료한 많은 심사관이 「응용」편에 참가하여 연수효과를 높이고 있다. 지
금부터는 영어 심사실무의 정보전달력을 강화한 후 「특허실무 프리젠테이션 연수」를 이
용한 인재육성이 필수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일본 정보를 발신하는데 발휘
하면 세계 특허제도, 심사실무, 분류 등의 조화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특허청은 자국심사관이 외국심사관에게 일본의 심사실무를 영어로 발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수와 실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재를 효과
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

130)

(4)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사관의 인재육성

심사관의 경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직책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팀에서는 각종 연수를 기획하
고 실시하고 있다.
젊은 심사관 교육
2011년에 도입되었다. 진로탐색 기회제공을 위해 심사 이외의 업무경험자를 강사로 초빙
해 행정관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심사이외의 업무경험 전
의 특정 입청 년차 심사관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1회씩 각각 2명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를 실시했다.
젊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장래를 설계하게 하고 심사이외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1)

130) 森川幸俊, 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最近の取組について, パテント 66-1, 2013年1月, 76頁.
- 295 -

연수내용의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
간부급 심사관 연수
간부급 심사관에게 기대되는 능력（「신뢰관계 구축능력」，「업무관리능력」및「인재육
성능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연수이다. 수강대상은 신임간부
급 심사관이다. 연수에서는 실사례에 근접한 교재를 사용한다. 2011년에 실험적으로 개설되
었으나 내용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수강자나 강사의 의견을 참고해 연수의 질을 향
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2)

관리직에 대한 연수
심사부 관리직은 심사에 대한 필요를 참고하여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사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심사관에 대한 지도를 하고 능력개발을 꾀하는 등 심사관을 육성할 것이
기대된다.
관리직 연수로는 주로 조직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실시된다. 그러나 비즈니스 전략
에 따른 심사요구의 다양화, 지재권의 글로벌화에 따라 관리직이 심사관 인재육성에 적절하
게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부터 지재경영이나 제외국의 실정에 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 기업의 사업전략과 지재전략
에 관한 연수, 미국의 특허실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3)

(5) IP5에 있 어서 연수의 국제적 연대

특허청장 회의의 10가지 기본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공통 훈련정책」이 있다.
이는 각 청의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상호 비교․연구함으로
써 연수 자료의 이용을 최대화하여 심사관 연수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인 프로
젝트로 각청이 실시하는 각국 심사관 연수에 다른 청의 심사관이 함께 참가하는 IP5연수
상호참가 프로젝트, IP5 심사관 워크숍 개최가 있다.
IP5131)

132)

133)

연수 상호참가 프로젝트에의 대응
IP5 연수 상호참가 프로젝트는 각 청이 실시하는 자국 심사관 연수에 타청의 심사관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각청의 심사실무에 대해 심사관 레벨에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업무
1) IP5

131) 한국（KIPO）, 중국（SIPO）, 일본(JPO），미국（USPTO）, 유럽（EPO）
132)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라. 시사점” 부분 참조.
133) 森川幸俊, 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最近の取組について, パテント 66-1, 2013年1月, 77-7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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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특허청은 타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자국 심사
관을 파견하고 특허청의 특정 연수를 외국 심사관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2012년 새롭게「심사관보 코스 연수」중 주요강좌를 개방하였고 EPO에서 1명, SIPO에서
2명의 심사관이 파견되어 함께 약 1달간 수강했다. 특허청에서 외부청에 개방한 강좌는 모
두 일본어로 진행된다. 따라서 타청 심사관은 일본어 독해능력과 청취능력이 충분하지 않으
면 연수를 받을 수 없다. 언어장벽 문제는 비영어권인 우리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이나 우
리 특허청과 중국의 SIPO는 2011년 IP5 연수 상호참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 특허청
심사관을 위한 영어연수를 신설했다.
심사관 워크숍 참가
IP5 심사관 워크숍은 국제적 업무공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청의 조사, 심사수
법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2012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워크
숍에서는 공통 안건의 심사에 관한 세션으로 기계, 화학, 전기 3분야 각각에 대해 선택된
공통안건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IP5 각 분야 심사관에 의한 4주제(조사, 선행기술,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IP5 심사실무에 대해 한번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
어서 심사관협의의 형태로 효율적이고 IP5 실무를 상호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
었다고 한다. 2012년 6월에 개최된 IP5 부청장회의에서 USPTO의 제안을 받아들여 IP5
연수담당자로 이루어진 연수담당 팀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논의해 가기로
결정했다. IP5 의 연수관련 연대가 모색되는 중 차후 특허청 인재육성 방법은 국제적인 연
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IP5

134)

다. 교육 프로그램

일본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은 정부 주도로 시작되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135)

(1) 공업소유 권 정보 ․ 연수관(Nationa l

C enter

for

Inte ll ect u a l

Pro p ert y Information an d T rainin g, 이하 ‘INPI T ’라 함 ) 136)

의 역사와 지재인재육성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화에 대응한 연수과목을 검토한다.

INPIT

134) 森川幸俊, 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最近の取組について, パテント 66-1, 2013年1月, 75-79頁.
13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2012.6, 31면.
136) 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 平成24年度,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
究報告書, 20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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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NPIT는 명치20년(1887년)에 특허국 관제가 시행되고, 농상무성 특허국 서무부 내에 도서
관을 설치하여 도서 등의 보관․열람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명치32년(1899년)에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동조약에 근거하여 공보등의 열람을 행하는 중앙자료관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획득했다. 평성9년(1997년)에는 ｢공업소유권 종합정보관｣으로서 공업소유권 상담업
무와 정보유통업무를 추가하였고, 평성13년(2001년)에는 독립행정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사용자의 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평성16년(2004년) 10월부터 명칭을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으로 바꾸고, 대
외정보서비스업무, 인재육성업무 등을 새롭게 개시했다. 평성18년(2006년) 4월에는 비공무원
형 독립행정법인으로 제2기를 시작했다.
1)

의 지재인재육성사업
INPIT의 지재인재육성사업은 연수부가 행하는 특허청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사업과
인재육성부가 행하는 민간 등의 지식재산인재육성 사업으로 나뉜다.
2) INPIT

①

연수부의 연수사업

연수부가 행하는 특허청 직원대상의 연수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심사부의 모든 직원
들이 입사 이래 수강하고 있는 것들이다.
연수부는 2004년 10월 특허청에서 이관된 “공업소유권 연수과”가 모체이다. 특허청이
정한 “연수기본방침” 및 각년도의 “연수계획”에 기초하여 연수부가 각 연수의 실시요
강을 정하여 실시․운영하고 있다.
특허․실용신안, 의장심사부의 모든 직원이 수강하는 각종 코스 연수는 심사계 연수담당이,
전문연수나 법률연수, 어학연수는 전문연수담당이, 그리고 연수출장여비 등의 절차는 조정
담당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11년에는 6418명의 수강생에게 연수를 실시했다.
137)

②

인재육성부의 인재육성사업

가 제공하는 민간 등의 지식재산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아래 커리큘럼에서 살펴
볼 내용 중 특허청 직원에 대한 연수를 제외한 부분들이 여기에 속한다.
INPIT

137) 高田元樹, 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INPIT)における知財人材育成事業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2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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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INPIT의 지재인재육성 커리큘럼에는 조사업무실시자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법정연수), 조
사업무실시자 스킬업 연수, 검색실무자를 위한 연수, 지재전문인재(변리사 등)를 위한 연수,
중소․벤처기업의 지재인재를 위한 연수, 행정기관․연구기관 등의 지재인재를 위한 연수, 지
식재산관리기능사에 대한 연수(지식재산교육협회 연대) 및 특허청 직원에 대한 연수가 있
다. 본 연수는 평일에 개최되고 개최 장소는 동경이다.
3)

①

조사업무실시자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법정연수)

조사업무실시자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는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실시자로서 필요한 기
초적 능력의 수득지원을 목표로 하고 강의나 토론을 통해 특허법․심사기준 등 특허실무에
관한 기본적 지식, 분류․검색 로직의 방법․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등 검색실무에 관한 기
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등록 조사기관에서 사용하는 단말과 같은 검색
단말을 사용하여 검색실습지도원의 지도하에 검색보고서의 작성을 행하는 등 보다 실천적
인 연수를 하고 있다. 또한 본 연수에서는 지식습득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기시험, 검색보고
서 작성능력 등을 묻는 구두시험을 행한다. 본 연수는 특허청의 검색외주업무를 담당하는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자에 대한 법정연수이다.
②

조사업무실시자 스킬업 연수

조사업무실시자 스킬업 연수는 조사업무실시자를 대상으로 진보성에 대한 심사관의 검색
진행이나 부적절한 검색보고서를 통해 조사업무실시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검색실무자를 위한 연수

검색실무자를 위한 연수는 검색실무자에게 특허청심사관이 가지는 검색 노하우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색실무자를 위한 연수로는 검색 전문가 연수(상급), 검색 전문가
연수(의장), 특허조사 실천연수(오오사카 공업대학 연대 연수)가 있다. 또한 2012년부터 검
색 전문가연수(중급)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재인재를 위한 연수[검색코스]로 실시된다.
④

지재전문인재(변리사 등)를 위한 연수

지식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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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재의 양적․질적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수는 지재전문인재를 대상으로 이들 인재가
교류를 통해 실무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수로는 심사기준
토론연수 및 거절이유 통지대응 연수가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의 지재인재를 위한 연수

본 연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재인재에 대해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연수로는 지식재산활용연수[활용검토코스], 지식재산활용연수[검색코스] 및 특허침해경
고 모의연수가 있다.
⑥

행정기관․연구기관 등의 지재인재를 위한 연수

본 연수는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향한 행정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등의 지
식재산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다. 본 연수는 지식재산연수(초급) 및 지식재산연
수(중급)가 있다.
⑦

지식재산관리기능사에 대한 연수(지식재산교육협회 연대)

본 연수는 국가시험 ｢지식재산관리기능검정｣ 합격자 중 1급 및 2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특허청에 축적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지식재산관리기능사의 지식과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⑧

특허청 직원에 대한 연수

본 연수는 지식재산업무를 지탱하는 인재육성을 꾀하여, 특허청 심사․심판의 신속화, 기업
에서의 지식재산전략 구축, 적절한 권리보호 및 활용 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
수이다.
⑨ IP・e-learning

에서는 2005년부터 특허청 직원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관련인재의 학습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특허청이 가지는 지식, 경험 및 노하우에 근거하여 작성된 다양한 학습교재를 인
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IP・e-learning은 특허청이 가지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일반
에게도 제공함으로써 특허청뿐 아니라 일본의 지식재산관련인재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도
IN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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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까지는 시스템상 일반인은 등록이 필요했으나 2012년부터는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등록없이 체험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초급자, 중급자등 수강자별 학습단계에 따라
어떤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주는 “학습교재 가이드”나, 콘텐츠마다
인기도, 만족도 등을 나타내는 “순위별 교재리스트” 같은 신기능이 탑재되었다.
커리큘럼 구성과목
INPIT의 커리큘럼 구성과목 (2013년 1월 4일 기준, 표 중 ***은 불명확한 과목)
4)

138)

커리큘럼의 명칭

조사업무실시자 육성을 위한 연수

조사업무실시자 스킬업 연수
검색전문가연수상
급
검색실무자를 검색전문가과정연
위한 연수 수의장
특허조사실천연수
지재전문인재 심사기준토론연수
(변리사등)를

과목명칭
특허법 등에 관한 강의
제1 필기시험
검색에 관한 강의와 실습
제2 필기시험
그룹토의
제1 면접평가
대화형 심사에 관한 강의와 연숩
검색보고서 작성
제2 면접평가
조사업무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강의)
진보성 케이스스터디, 선행기술조사진행방법(강
의/연습)
서치 지도연습(사례연습)
검색 인덱스
조사실무1
인례선택연습
검색단말조작실습
조사실습
조사결과토론(연습)
조사실무2
의장법개론(의장심사기준: 신규성․창작성)
의장의 분류․창작비용이성 판단(사례연구)
선행의장조사의 검색키 활용(일본의장분류)
IPDL을 이용한 선행의장조사검색연습
그룹토의(검색결과를 이용한 유부판단토론)
강사의 해설
특허심사기준판례연구(강의)
특허논문분류체계 개요/특허문헌검색실무(강의)
특허조사연습
그룹토의(조사결과토론)
조사결과토의
모범답안해설
제1회/오오사카
제2회/화학

강사 속성

***
***
***
***
***
***
***
***
***
***
***
***

대학조교수
변리사
변리사
지재유식자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대학준교수
대학준교수
***
***
***
***

대학교수
대학준교수
대학준교수
대학준교수
대학교수
변리사

138) 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 平成24年度,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
究報告書, 2013.2, 49-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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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수

거절이유통지 응답
연수
지식재산활용연수
중소 ․ 벤처기 (활용검토코스)
업의 지재인
재를 위한 연
지식재산활용연수
수
(검색코스)

행정기관 ․ 연
구기관 등의
지재인재를
위한 연수

지식재산권연수(초
급)

지식재산권연수(중
급)
지식재산관리기능사에 대한 연수
심사관․심판관․심판
특허청직원연 서기관 자격연수
특허청직원 능력향
수
상을 위한 연수

IP ․ e-learning

제3회/동경
의장
의장 거절이유통지 응답연수
경영적관점에서 본 중소․벤처기업에 있어서 지
식재산활용사례(강의)
특별강의
사례검토
특허법 및 특허문헌분류체계의 개요
선행기술문헌검색이론
선행기술조사연습
그룹토의(조사결과토론)
조사결과토의
모범답안해설
특허침해경고모의연수(동경)
지식재산제도개요
지역단체상표
저작권법개요
지역브랜드전략과 지식재산
지역지식재산전략의 선행사례
산학연대의 추진
IPDL검색연습
지식재산과 표준화
그래프연구
그래프발표․강평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
연구개발컨소시엄의 선진사례와 지식프로듀서
기업에서 본 산학관 연대(진전과 추후의 과제)
지역진흥을 위한 기술활용
사업화를 의식한 창출․기술이전
지식재산과 표준화
대학에서의 산학연대실제
그래프연구/토론
지식재산관리기능사 기능향상연수
심사관․심판관․심판서기관 자격에 관한 연수
국제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정보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법적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적응도 향상을 위한 연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일본의 현황과 장래
평성23년특허법 등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대
해(평성23년 특허법개정 설명회)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및 영업비밀의 적절한
관리
심사를 위한 법률개론(입문편)
기술라이선싱-특허취급에 관한 계약
심사․심판을 위한 행정법개요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법
심사를 위한 저작권법개요(입문편)
특허심사실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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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대학준교수
단체
변리사등
대학준교수
대학준교수
대학준교수
등
변리사
특허청
특허청
기업
기업
단체
대학교수
INPIT
경제산업청
특허청
특허청
INPIT
INPIT

기업
변리사
변리사
경제산업성
대학교수
대학교수
***
***
***
***
***
***

특허청
특허청
경제산업성
대학준교수
기업
대학준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특허청

평성19년개정심사기준개요
특허심사의 흐름
특허심사의 진행방법
심사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개론1(입문편)
심사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개론2(입문편)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에 대해
의장심사실무 개요
의장제도 개요

특허청
대학조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System&Examination Procedure

narration

The

Outline

of

Japanese

Trademark

특허출원절차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국제출원제도 개
요와 절차
유럽특허제도와 심사실무
미국특허제도와 심사실무
파리조약개론
상표의 국제등록출원 개요
미국에서의 특허․상표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영미법 기초
TRIPS 협정개론(입문편)
등록절차
심판청구절차
선행기술조사 진행방법 -보다 정밀한 조사를
향하여IPC, FI, F 개요
ECLA 개요
esp@cenet의 활용
epoline의 활용
IPDL의 활용

Lecture by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미국특허변
호사등
대학교수
특허청
미국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
INPIT

가 개방하는 연수
IP5의 연수상호참가는 타청 심사관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연수를 개방하고 상호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JPO도 몇 개의 연수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
다. JPO에서는 2011년까지 “심사응용능력연수2”와 “검색전문가연수(상급)”만을 개방했
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JPO 신입심사관이 입청하여 처음으로 배우는 연수인 “심사관보
코스 연수”를 새롭게 개방했다.
2011년부터 타청 심사관에게 개방을 시작한 이후 참가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에는 모두 10명의 타청 심사관이 수강하였다. 2012년부터 신규 개방된 “심사관보 코스 연
수”에는 유럽 및 중국 특허청에서 우수한 심사관들이 파견되어 JPO 심사실무뿐 아니라
JPO의 신입심사관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5) JPO

년 IP5 연수 상호참가 년도별 연수리스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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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번호
1
2
3
4
5

연수명
검색전문가연수(상급)
검색전문가연수(상급)

파견처

심사응용능력연수2
검색전문가연수(상급)
검색전문가연수(상급)

EPO
SIPO
SIPO
SIPO

KIPO
KIPO

기간

2011.6.7-6.10
2011.9.6-9.9
2011.9.6-9.7
2011.9.12-9.13
2011.11.24-11.28
2011.12.5-12.8
2012.3.6-3.9

인원수
2
2
1
1
2
2

가 현재 개방하는 연수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수에 참가하는 타청 심사
관은 고급 일본어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참가자들의 일본어 수준은 다양해서 일본어 독
해부터 회화까지 유창한 수준의 사람이 있는 반면 회화는 잘 못하지만 독해는 잘하는 사람
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한 모든 타청 심사관들이 일본어에 흥미가 있고 일본어 학원에서 일
본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일본어 특허문헌을 일본어로 읽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어 가능인원
이 많다는 점은 그만큼 일본 특허문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반면 중국을 필두로 세
계의 출원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일본의 출원은 감소하는 현재로서는 일본어에 대한 관심,
JPO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JPO

140)

①

심사응용능력연수2

심사관 경험이 3년 이상인 JPO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서 미리 설정된 토픽에 대
해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2011년 연수에서는 토론을 위한 토픽으로 “기재요
건”, “단일성” 등이 마련되어 EPO 및 SIPO에서 참가한 심사관들도 함께 토론이 이루어
졌다. 본 연수에서는 심사관뿐 아니라 변리사, 출원인 등과도 토론이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
이어서 타청 심사관들에게 이와 같은 연수는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141)

②

검색전문가연수(상급)

본 연수는 ① 기업에서 선행기술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기업 등에 대해 선행기술조
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체의 사원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가지고 있는 검색 노하우나
심사판단수법을 제공하고 서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색인덱스에 관한
139) 角張亜希子, 特許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国際協力プロジェクト－五大特許庁の枠組みから－,
2012年8月, 11頁.

特技懇,

140) 角張亜希子, 特許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国際協力プロジェクト－五大特許庁の枠組みから－,
2012年8月, 11頁.

特技懇,

141) 角張亜希子, 特許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国際協力プロジェクト－五大特許庁の枠組みから－,
2012年8月, 11頁.

特技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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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나 사례를 이용한 검색수법에 관한 강의 등 조사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일괄하여 배울
수 있다. 본 연수는 JPO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JPO의 검색단말을 사용하
여 JPO의 검색시스템․선행기술조사를 배울수 있어서 타청 심사관들에게 인기가 높다.
③

심사관보 코스연수

년부터 새롭게 개방되었다. 본 연수는 신입 심사관이 받는 법정연수의 하나이다. 연
수에서는 특허심사에 관한 제도․판단수법을 배우고, 의장법이나 상표법 등 특허법 이외의
지식재산권법도 배운다. EPO 및 SIPO에서 심사관들이 참가하였다. EPO 및 SIPO 심사관들
에게는 특허법 이외의 지식재산권법을 연수로 배울 기회가 없으므로 EPO 및 SIPO 심사관
들은 특허법 이외의 지식재산권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었다고 한다.
2012

142)

국내 지재인재육성기관과의 연대
2006년 2월에 개회된 지식재산전략본부회의(제13회)에서 보고된 ｢지식재산인재육성총합전
략｣에서 지식재산인재육성 추진을 위한 협의회 창설이 제안되었다. 이를 받아들여 민간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지식재산인재육성추진협회｣가 동년 3월에 설립되었고, INPIT는 설립당
시부터 동협회에 참가하고 있다.
동협회에서는 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회 및 사업부회를
개최하고 인재육성에 관한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6)

143)

국외 지재인재육성기관과의 연대
지재인재육성분야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INPIT는 해외의 지재인재육성기관과의 연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재인재육성기관인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와는 2009년부터, 한국
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는 2010년부터 각각 업무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년 정
기적으로 연합회의를 열고, 연수 커리큘럼 등 정보교환이나 인재육성 분야에 있어서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양기관과의 연대에 의한 지재인재육성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한중일 지재인재육성기관장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밖에
도 향후 지재권 교육관련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7)

142) 角張亜希子, 特許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国際協力プロジェクト－五大特許庁の枠組みから－,
2012年8月, 11頁.

特技懇,

143) 지식재산교육협회, 지식재산연구소, 일본지재학회, 일본지식재산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변리사회, 발
명추진협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되고, 사무국은 INPIT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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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수 메뉴
INPIT 인재육성부가 행하는 인재육성사업 중에는 국제화에 대응한 연수메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8)

①

중일 지재인재육성기관간 연대 세미나

일본이 사용자로서 관심을 가지는 중국특허심사지침에 대해 해설하는 ｢중국특허심사지침
세미나｣가 2011년 9월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일본의 출원인의 중국 심사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INPIT와 중국 CIPTC, 일본 특허청 및 중국 지식산권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500명이 넘는 일본 민간기업․대학 지재담당자, 변리사, 특허청심사
관등이 참석하였다. 2010년 2월에 시행된 중국 특허심사지침의 요지와 구체적인 운용에 대
한 소개가 행해졌다. 2012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등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개최된
다.
②

한일 지재인재 육성기관간 연대세미나

일본이 사용자로서 관심을 가지는 ｢한국어 특허문헌의 효과적인 검색수법에 관한 세미나
｣가2011년 11월에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최근 한국기업의 급부상을 배경으로 한국어 특허문헌을 선행기술로서 검색
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특허문헌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검색방법을 학습할 목적
으로 INPIT,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IT),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
이다. 150여명의 일본 민간기업․대학 지재담당자, 변리사, 특허청심사관등이 참석하였다. 한
국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의 개요, 한국특허영문초록(KPA)의 검색방법에 대한 해설, 초
보자를 위한 한국어 특허문헌의 검색방법, 일본의 상용데이터베이스와 원어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한 검색방법, 기계번역을 이용한 검색방법 등이 양국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2012년 세미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등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개최된다.
③

공개 세미나(지재인재 육성추진협의회)

지재인재육성추진협의회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회에 걸쳐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글로벌 지식재산시대에 맞춰 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강사를 초
144)

14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3회의 실제 개최일은 대개 다음해 1월이나 2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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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여 향후 기대되는 지식재산인재상이나 그 육성 계획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다.
년 - 표준경영과 지재인재

◦ 2010

제1회 ｢국제표준과 지재경영｣
제2회 ｢사업경쟁력과 국제표준화․지재경영｣
제3회 ｢지재경영인재와 표준경영인재｣
년 - 지재인재육성 이노베이션

◦ 2011

제1회 ｢지재인재육성의 차세대모델
~ 프로이노베이션시대를 담당하는 지재인재상을 생각한다 ~｣
제2회 ｢차세대 인재육성 ~ 사회인의 학습모델과 육성의 방법을 배운다 ~ ｣
제3회 ｢기업에서의 지재인재 ~ 내부육성과 외부활용의 신전개 ~｣
년 - 글로벌한 지재활용인재

◦ 2012

제1회 ｢지재로부터 경영으로의 어프로치｣
제2회 ｢후지필름의 글로벌경영과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제3회 ｢기술분야의 상이와 지재활용모델의 차이｣
년 - 글로벌사업전략에 공헌하는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인재

◦ 2013

제1회 ｢캐논의 글로벌사업전략에 공헌하는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제2회 ｢하야시바라의 글로벌사업전략에 공헌하는 지식재산매니지먼트｣
제3회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인재｣
년 - 비즈니스모델 디자이너로서의 지재활용인재

◦ 2014

제1회 ｢지재활용모델의 이노베이션
~산업생태계, 비즈니스모델, 지식재산매니지먼트의 변용과 다양화~｣
제2회 ｢미쓰비시전기가 진행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지식재산전략｣
제3회 ｢사회가치창조형 기업에의 변혁이 가져온 것
~글로벌사회솔루션사업을 지원하는 지재인재상~(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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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연구소(IIP) 145)

개요
지식재산연구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제문제를 조사․연구 및 정보의 수집․제공 그리고 필요
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등을 행함으로써 지식재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 보급을
꾀하고 이로써 국가 산업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연구소에서는 지식재산제도의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지식재산제도의 방향성에 대
해 제언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IIP 지재숙(IIP 知財塾)을 개강하고 있다. 국내외 지식
재산권학 유경험자․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
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146)

지재숙
IIP 지재숙에서는 지식재산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지는 변호사, 변리사, 기업의
지재업무 담당자로서 일본이 차후 지식재산제도의 운영 등에서 나아갈 바를 성실히 논의할
자 또는 그와 같은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제도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가로 거듭나고
자 하는 자를 숙생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현역 판사를 참가시켜 각종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지재인재에 의한 그룹토의를 실시한다.
IIP 지재숙 개강기간은 매년 6~다음해 5월까지이고, 수요일 야간（19:00~21:00）에 8회 개
최된다. 개최 장소는 동경이다.
2) IIP

세미나 및 심포지엄
세미나는 지재연 세미나, 지식재산 세미나 및 국제세미나가 있다. 세미나 및 심포지엄 수
강조건은 없다. 즉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모두 평일 낮 시간에 개최되고, 개최장소는 동경
이다.
3)

커리큘럼 구성과목
지식재산연구소의 커리큘럼 구성과목 (2012년 12월 24일 기준).
커리큘럼 명칭 과목명칭
강사의 속성
4)

147)

145) 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 平成24年度,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
究報告書, 2013.2 참조.
146) <http://www.iip.or.jp/gaiyo/objectives.html>
147) 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 平成24年度,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
究報告書, 2013.2, 10-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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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개시와 보호
신흥국에의 기술이전시에 있어서 사전의 준비
IIP 지재숙
사업참가등에 있어서 리스크 예견성의 향상
SCM에서 공급자의 지식재산활용에 대해
러시아 지식재산제도의 개요와 운용현황
지재연 세미나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소송 진행의 실제
인도에서의 지재권 라이선스와 영업비밀보호실태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바람직한 특허매입
제도의 연구
지역브랜드육성에 있어서 상표법에 관한
특허청 위탁 고찰
평성 24 년도 다양화하는 침해형태에 대응하는 해결법
특별연구원 리구축에 대한 고찰
중간보고회 지식재산담보의 근거법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사회에 있어서 근대일본의 산업재산
권정책
지식재산세미나
상표는 왜 보호되나? 유럽과 일본에 있어
서 상표의 기능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에 있어서 특허활용 및 산업계에의
기술이전촉진경험과 일본과 베트남대학
및 산업계에 있어서 특허활용을 위한 적
절한 방법의 정비
미국상표법에 있어서 혼동개념의 확장에
대해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국제세미나
미국 특허법의 현상과 과제
심포지엄
표준규격 필수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심포지엄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관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변리사
지식재산연
구소 연구원
지식재산연
구소 연구원
지식재산연
구소 연구원
지식재산연
구소 연구원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교수등

(3) 일 반사단법인 일 본 지재 학회

개요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재학회는 연구자, 기업의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2012년 10월에 설립
된 학회이다.
학제적 연구의 진흥을 목적으로 2012년에 임의단체로 설립되었으나 사단법인을 거쳐 현
재는 일반사단법인으로 개편되었다. 학술연구발표대회의 개최, 학술지발행, 국내 및 국제심
포지엄개최, 분과회에 의한 연구활동의 촉진, 연구조성지원, 학술장려 등을 통한 인재육성,
정책제언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

148)

148) <https://www.ipaj.org/about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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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원의 구성은 기업의 지재관계인, 대학관계자, 중고교 교사, 변리사, 행정기관 관계자
등 다양하나 기업에 속한 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엄 및 분과회
를 개최하여 지재인재교육에 공헌하고 있다.
커리큘럼
① 학술연구발표회
2)

149)

매년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전략의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참가자
는 회원이 많다. 개최지는 동경 또는 오오사카이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심포지엄

150)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지재학회가 주목하는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이나 패널 토의
를 실시하고 있다.
봄에는 실무와 학제를 연계하는 주제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가을 심포지엄은
학술연구발표회와 함께 개최되는데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다. 연계 단
체와 협력하여 인재육성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심포지엄 참가자는 학회회원이 많다. 개최 장소는 동경이 많고, 평일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③

분과회

151)

일본 지재학회에는 주제별 연구를 행하는 분과회가 있다. 회원이면 분과회에 등록하여 각
종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각 분과회는 연구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는 분과회 세션도 기획하고 있다.
분과회에 참가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나 미입회자도 참가가할 수 있다. 개최시간 및
개최 장소는 각분과회 마다 다르다.
3)

커리큘럼 구성과목

149) <https://www.ipaj.org/workshop/>
150) <https://www.ipaj.org/symposium/>
151) <https://www.ipaj.org/bunk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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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재학회의 커리큘럼 구성과목 (2013년 1월 4일 기준).

커리큐럼 명칭
과목명칭
3극심사에 있어서 서포트요건에 관한 조사연
일본변리사회협찬세
구
미나
더블트랙 조사연구
지재인재육성분과회세션 ｢“육성자”가 본 지
재인재육성 ~ 2012년 춘계심포지엄의 추적토
의｣
생명과학분과회세션 ｢바이오 지식재산의 조류
-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산학연대･이노베이션 분과회세션 ｢산학연대의
새로운 평가지표를 생각하며｣
지재교육분과회세션 ｢라운드테이블 “지재교
육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지재회계･경영분과회세션 ｢캐릭터-기축의 신
분과회세미나
전개-빅데이터 활용의 공죄｣
지재학세미나세션 ｢지식재산혁명연구의 전망:
향후 10년을 향해｣
콘텐츠･메니지먼트분과회세션 ｢리치사이트 및
비스트레이션사이트에서의 인터넷상 지식재산
학술연구
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보고｣
발표회
디자인･브랜드전략분과회세션 ｢글로벌 경쟁과
디자인･브랜드전략｣
비즈니스와 지식자산･지재법연구분과회세션 ｢
모방과 창조의 관계성과 일본기업의 지식재산
전략･경영전략｣
문과계･이공계 대학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하
는 지재교육 시스템을 생각한다.
아시아특허정보의 최신동향
중국의 지식재산전략과 향후 발전예측, 일본
기업의 대응
기획세션
맥손의 지식재산실무현황과 과제
아카데미아발 의료실용화 스킴에 있어서 지식
재산전략과 전술 ~ 의료이노베이션 5개년 계
획에서 아카데미아가 한 역할
지식재산에 의한 벤처육성
복수가 관여하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상의 문제
심포지엄
도레이의 연구･기술개발전략 및 지재전략
한중일 3단체 제휴기념 심포지엄 ｢한중일의
심포지엄
지재제도의 현황과 장래｣
일본의 미래를 담보하는 지재인재육성

152)

강사의 소속
변리사
변리사
대학교수등
대학교수, 변리
사등
TLO 임원등
대학교수등
대학교수등
변리사등
기업임원등
대학교수등
대학교수등
기업 등
단체
중국변리사등
변호사
행정관(등)
대학교수등
법원장
기업임원
행정관(등)
행정관

152) 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 平成24年度,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
究報告書, 2013.2, 13-1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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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지재인재육성분과회
산학연대･벤처분과회
생명공학분과회
지재회계･경영분과회
지재교육분과회
아시아지재･이노베이
션분과회
지재학세미나
비즈니스와 지재자
산･지재법분과회
콘텐츠･메니지먼트분
과회
3D콘텐츠분과회
디자인･브랜드전략분
과회

지재경영인재의 차세대모델 ~ 출원인재에서
활용인재로, 국제인재에서 글로벌 인재로
2012년 4월 1일 설치, 차회미정
바이오지재의 조류 -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콘텐츠제작의 파이낸스
한중일 지재교육 국제워크숍 개최를 향해
본 분과회는 2012년 10월에 활동을 종료
재생의료의 산업응용 가능성
상품/서비스의 변천으로 보는 이노베이션
Linked Open Data（LOD)의 기본개념과 문
화･예술정보의 활용을 향해
차세대콘텐츠와 지식재산
이노베타의 지재경영

대학교수등
차회미정
변리사등
기업
중국대학교수
대학교수
변리사
예술정보연구원
학회이사
대학교수

(4) 일 반사단법인 일 본지식재산 협회

개요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식재산협회(이하, JIPA라 한다)는 지식재산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활
용 및 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기술의 진보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활동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153)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 및 세계에 미치는 지식재산제도의 구축을 위한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개량, 다양한 포럼을 통한 제도조화의 추진, 신흥국에 있어서 모방품･해적판 등 과
제를 포함한 지식재산환경의 개선, 법제도 정비를 향해 국내외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하고, 이에 의해 일본 및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기업이 원활하게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사
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전문식견을 가지고 글로벌한 지재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및 활약기회의 충실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발표력을 강화함으로써
JIPA 활동의 국제화에 일층 노력한다. 아울러 JIPA 활동이 일본에 널리 퍼질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시행하고 있다.
②

153) <http://www.jipa.or.jp/syoukai/gaiy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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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38년 창설된 이래 임의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로 활동해 왔으나 2014년 법
인화에 의해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식재산협회로 개칭하였다.
③ JIPA

인재양성 프로그램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래 일본을 담당할 인재양성에 적극 첨가하고 있다. 세계수
준의 지식재산제도의 변화나 글로벌한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육성연수 프로그램을 기
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식재산협회가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

154)

지재기술 스탭 연수

관동
A 입문코스
B 초급코스
C1 특허법･실용신안
법
C2 의장법
C3 상표법
WW3 외국상표법
WWC 국제특허제도와
외국특허기초
WU1 미국특허제도
WE1 유럽특허제도
WA1 아시아특허제도
C5 계약의 기초 및
실무
C6 민법개요
기초코스
C7 민사소송법개요
C중급코스군 C8A 명세서작성방법
(화학)
C8B 명세서작성방법
(전기･기계)

관서
동해
A 입문코스
A 입문코스
B 초급코스
B 초급코스
C1 특허법･실용신안 C1 특허법･실용신안
법
법
C2 의장법
C3 상표법
WW3 외국상표법
WWC 국제특허제도와
WWC 외국특허기초
외국특허기초
WU1 미국특허제도
WE1 유럽특허제도
WA1 아시아특허제도
C5 계약의 기초 및
실무
C6 민법개요
C7 민사소송법개요
C8A1 명세서작성방법 C8 명세서작성방법(화
(화학)
학･전기･기계)
C8B 명세서작성방법
(전기･기계)
C8C 명세서작성방법
(화학)연습
C9A 특허정보와 특허 C9A 특허정보와 특허
조사
조사
C9B 화학분야에 있어 C9B 화학분야에 있어
서 실천적 특허조사 서 실천적 특허조사
C9E 특허정보시스템 C9E 특허정보시스템
의 도입과 활용
의 도입과 활용

154) <http://www.jipa.or.jp/syoukai/katsud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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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과 독점금지법
C11 저작권법(저작권
법과 기업실무)
C12 교섭학(입문)[신
설]
D1 특･실, 심판･심결
취소소송
D3 상표･부경법 심
판･심판결례와 기업의
D상급코스군 대응
WW26 국제계약
D6 특허침해소송
WU21 미국특허소송
D15 교섭학(응용)[신
설]
E1 특･실 판례연구(모
전문코스
의재판형식)
E7 특허사례연구(토론
형식)
E8A 영문명세서작성
E연구코스군 법(화학)(연습형식)
E8B 영문명세서작성
법(전기･소프트)(연습
형식)
E8C 영문명세서작성
법(기계)(연습형식)
G1A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강좌(전
기･기계)
G1B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강좌(화
학)
G2X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Advance
G기술부문코스군
강좌[신설]
G2A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Basic강
좌(전기･기계)
G2B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Basic강
좌(화학)
G3A 본질을 고려한
C10

부정경쟁방지법
과 독점금지법
C11 저작권법(저작권
법과 기업실무)
C12 교섭학(입문)[신 C12 교섭학(입문)[신
설]
설]
D1 특･실, 심판･심결
취소소송
D3 상표･부경법 심
판･심판결례와 기업의
대응
WW26 국제계약
D6 특허침해소송
WU21 미국특허소송
D15 교섭학(응용)[신 D15 교섭학(응용)[신
설]
설]
E1 특･실 판례연구(토
론형식)
C10

영문명세서작성법
(토론･연습형식)
E8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강좌(전
기･기계)
G1D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강좌(전
기･기계)
G2X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Advance
강좌[신설]
G2C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Basic강
좌(전기･기계)
G2D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Basic강
좌(화학)
G3C 본질을 고려한
G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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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강좌(전
기･기계)
G1F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강좌(전
기･기계)
G1E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Basic강
좌(전기･기계)
G2F 중견기술자를 위
한 지식재산 Basic강
좌(화학)
G2E

S

W

F

종합코스군

글로벌코스군

해외현지코스군

발명설명서작성연습 발명설명서작성연습
(전기･기계)
(전기･기계)
G3B 본질을 고려한 G3D 본질을 고려한
발명설명서작성연습 발명설명서작성연습
(화학)
(화학)
G3S 본질을 고려한
발명설명서작성연습
(소프트웨어)
G4
기술계신입사원 G4 기술계신입사원
을 위한 IP매너강좌 을 위한 IP매너강좌
S1 지식재산권과 기업
경영
S1 지식재산권과 기업
WA21 아시아의 지식 경영
재산
WW3 외국상표법
WW3 외국상표법
WWC 국제특허제도와 WWC 국제특허제도와
외국특허기초
외국특허기초
WU1 미국특허제도
WU1 미국특허제도
WE1 유럽특허제도
WE1 유럽특허제도
WA1 아시아특허제도 WA1 아시아특허제도
WW26 국제계약
WW26 국제계약
WU21 미국특허소송
WU21 미국특허소송
WA21 아시아의 지식 WA21 아시아의 지식
재산
재산
F2 미국특허제도, 법규 및 판례 연수
F3 아시아의 지식재산사정 연수
F4 유럽특허제도, 법규, 판례 및 모의의의신청심리 연수
F5 중국지식재산제도 및 법규 연수
F6 인도의 지식재산사정 연수

경영감각인재육성 연수

지재변혁리더육성연수
T 경영감각인재육성코스
T2 지재전략스텝육성연수
T3 기업지식재산요원육성연수
R1A 중국지식재산제도개요 (입문) (관동․관서)
R1B 중국특허제도 (관동․관서)
R2 미국특허법개정안․최신판례동향 (관동․관서)
2013년도 임시코스
R3A 지식재산권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운용동향 (관동)
R3B 지식재산권소송동향 (관서)
R4A 미국특허취득방법 (관동․관서)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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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취득방법 (관동․관서)
R5 사업활동에서의 지식재산관련법무 (관동․관서)
R6 초급특허정보 (관동․관서)
R8 지재기술스텝을 위한 초보적인 국내중간처리 (진보성) (관동․관서)
R10 NPE 소송의 실정과 분쟁해결실무 (관동․관서․동해)
R12 알기 쉬운 특허판례 해독법 (관동․관서)
R13A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해 (기계․전기) (관서)
R13B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해 (화학) (관서)
R15 권리자우위를 관철하는 독일의 특허재판 (관동)
R16 중국특허정보강좌 (관동․관서)
R17 교섭학 (입문) ⇒ 신설 C15코스 참조 (관동․관서․동해)
R25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식재산 Advance 강좌 ⇒ 신설G2X 코스
참조 (관동․관서)
R28 영문계약서 드래프팅 강좌 II (관동․관서)
R29 미국특허법개정 (관동․관서)
R30 외국특허중간처리연습 －미국편－ (관서)
R31 교섭학 (응용) ⇒ 신설 D15 코스참조 (관동․관서)
R32 외국부정경쟁방지법 (관동․관서)
R34 지재실무에 있어서의 민법 (관동․관서)
R35 구미공통특허분류 CPC의 실태 및 조사실무에서의 유의점 (관동․
관서․동해)
R36 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 관한 판례소개 (관동)
R37 지식재산권계약과 세무 (관동․관서)
R38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국내판례 (관동․관서)
R39 비밀정보 메니지먼트 (관동․관서)
R40 영업에 공헌하는 지재활동의 실천과 사례소개 (동해)
R41 중국특허청구항해석법 실천강좌 (입문편) (관동․관서)
R50 기술자․지재스텝을 위한 특허정보실무강좌 (지방)
R51 경영에 공헌하는 지재활동의 실천과 사례소개 (지방)
R4B

(5) 법과대 학 원

초기의 지식재산 교육은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접근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법과대학원 과정의 수료요건은 표준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93학점 이상을 취득해
야 한다. 다만 법과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의 기초적인 학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하, ‘법학기수자’라 함)에 대해서는 법과대학원은 30단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를 이미 수득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학기간을 단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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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교과과정에서 개설해야 할 과목은 크게 법률기본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법조로서의 기능
및 책임 등 법률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분야의 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기초법학에 관한
분야 또는 법학과 관련을 가지는 분야의 과목), 전개·첨단과목(첨단적인 법영역에 관한 과
목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으로 법률기본과목 이외의 과목)의 4분야로 분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목의 구체적인 학점배분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규정
이 없고, 각 법과대학원들은 문부과학성 산하 ‘법과대학원의 교육내용·방법 등에 관한 연
구회’의 보고서 및 문부과학성에 의해서 공인된 제3자인증평가기관인 ‘일변련법무연구재
단’ ,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 재단법인대학기준협회 가 작성한
법과대학원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이수과목과 학점배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국립 및 사립 법과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대학과 케이오 대학의 커
리큘럼을 예시한다.
155)

156)

157)

158)

160)

1)

도쿄대학(http://www.j.u-tokyo.ac.jp/)
도쿄대학 법과대학원 커리큘럼

필수여부 과목군 과목명
단위 배당년차 이수요건
①
기본과목헌법
2
1
①
기본과목행정법
2
1
①
기본과목민법1
4
1
①
기본과목민법2
4
1
①
기본과목민법3
4
1
①
기본과목상법
4
1
필수
①
기본과목민사소송법
4
1
①
기본과목형법
4
1
①
기본과목형사소송법
2
1
②
리서치, 라이선싱과 드레프 2
2
①
팅
2
2
①
상급형법
2
2
①
상급행정법
2
3
155) 専門職大学院設置基準 平成19年 7月31日文部科学省令第22号.
156) 平成15年文部科学省告示第53号（専門職大学院に関し必要な事項について定める件）.
157) <http://www.jlf.or.jp/index.php>
158) <http://www.niad.ac.jp/>
159) <http://www.juaa.or.jp/>
160) 2014년 8월 13일 현재,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커리큘럼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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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①
①
①

공법소송시스템
상급민법1
상급민법2
민사계판례연구
상급상법1(회사법)]
상급상법1(회사법종합)
상급상법1(M&A)
상급상법1(폐쇄회사)
[상급상법2(기업인수)]
상급상법2(기업인수법종합)
상급상법2(금융)
상급상법2(상사판매등)

2

2

2

3

2

2

2

2

2

2

2

2

2

3

2

3

2

3

2

2

2

2

4

2

2

2

2

2

2

3

2

2

2
2

3
3

2

3

2

3

2

3

2

2‧3

2

3

2

3

2

2‧3

4

2

4

2

4

3

4

2

4

3

4

2

4

3

2

2

2

3

[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②
②
②
②
②
②
②

선택필수

②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①
④

상급민사소송법
상급형법
상급형사소송법
민사실무기초
형사실무기초
법조윤리
법의 전망
현대법의 기본문제
모의재판
민사변호연구
민사사실인정론
법률상담클리닉
국제계약교섭
법과교섭
도산처리연구
리서치 페이퍼
영미법총론
도산법
지식재산법
국제사법
노동법
조세법
경제법
국제법
국제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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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상법1 및 상급상법2는 각
각의 수업군 중 1과목을 선택
하여 이수한다. 각각의 수업
군 중 2과목 이상 이수할 수
없다.

선택필수과목(2단위)]
모의재판, 민사변호연구, 민사
사실인정론, 법률상담클리닉,
국제계약교섭, 법과 교섭, 도
산처리연구 및 리서치 페이퍼
중 2단위 이상.
[선택필수과목(4단위)]
영미법총론, 도산법, 지식재산
법, 국제사법, 노동법, 조세법
및 경제법 중 4단위 이상(그
중 ④의 과목은 후술하는 전
개‧첨단과목 이수요건으로서도
카운트 됨).
[

국제법 과목]
국제법, 국제조세법, 국제경제
[

④
④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선택
(49과목)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현대미국법1
현대미국법2
현대미국법3
실습미국법
현대독일법
현대프랑스법
유럽법
현대중국법
현대한국법
비교법1
비교법2
현대법과정론
법과 경제학
현대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1
법제사2
법의학
재정법
지방자치법
정보법
입법학
소비자법
환경법
신탁법
사회보장법
재판외 분쟁처리법
민사집행․보험법
금융상품거래법
회사노동관계법
조세와 제법

2

3

2

3

2

3

2

2‧3

2

2‧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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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제인권법 중 2단위 이
상(그 중 ④의 과목은 후술하
는 전개‧첨단과목 이수요건으
로서도 카운트 됨). 다만, 입
학전 국제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국제법을 이수하는 것
이 바람직함.

평성25년도 이후 입학생
및 평성24년도 이전에 법학미
이수자로 입학한 자 중 평성
25년도에 1년차였던 자
필수과목 및 선택필수과목을
합하여 수료요건(93단위 이상)
을 만족하는 단위수
○

평성24년도 이전 입학생
(단, 평성24년도 이전에 법학
미이수자로 입학한 자 중 평
성25년도에 1년차였던 자를
제외한다)
필수과목 및 선택필수과목을
합하여 수료요건(98단위 이상)
을 만족하는 단위수
○

전개‧첨단과목]
과목군 ④ (상술한 선택필수
과목란에 게재된 ④의 과목도
포함) 중 12단위 이상
[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①

비즈니스 플래닝
국제거래법
금융거래과세법
컴퓨터법
형사정책
소년비행과 법
경제형법
첨단회사법
국제법 판례연구
국제민사소송법
상급금융상품거래법
자본시장과 공공정책
국제상사중재
글로벌비즈니스law-summer
영어로 배우는 법과 실무1
영어로 배우는 법과 실무2
연구논문
｢연습｣

2

3

2

3

2

3

2

3

2

3

2

2‧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1‧2‧3

2

3

2

3

6

3

2

2‧3

법률기본과목, ② 법률실무기초과목, ③ 기초법학・인접과목, ④ 전개‧첨단과목

지적재산법은 3년차에 배당되어 있고, 4단위의 선택필수이면서 전개‧첨단과목에 속한다.
영미법총론, 도산법, 지적재산법, 국제사법, 노동법, 조세법 및 경제법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서 수강해야 하는데, 지적재산법을 선택하게 되면 전개‧첨단과목 12단위 이상을 이수
해야 하는 요건에도 중복해서 계산된다.
케이오대학(http://www.ls.keio.ac.jp/)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은 필수과목, 선택과목,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료이수 98학점 중 69학점은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기수자에 대해서는 35
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학미수자는 표준형1, 2, 3년차를, 그리고 법학기수자는 단축
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각각 수업 년수를 달리하고 있다.
2)

필수과목 교과과정 일람

기수자
1년
과목군
단위수 인정단위
과목군
봄학기
가을학기
필수 법률 공법계 12
헌법, 행정법, 헌법종합, 공법 헌법I(2) 헌법II(2)
(4)
과목 기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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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소계

민사계

형사계
법률실무기
초과목

34

(20)

13

(6)

10
69

(30)

민법I(2)
II(2)
민법, 상법, 민사절차법, 민법 민법
III(2)
종합, 상법종합, 민사절차종합, 민법
민법IV(1)
민사법종합
민법VI(2)
상법I(1)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종합, 형법I(2)
형사소송법종합, 형사법종합
법조윤리, 민사실무기초, 형사
실무기초, 요건사실론
14

형법II(2)
형사소송법(2)

16

필수과목 교과과정 일람

2년
과목군
봄학기
가을학기
행정법I(2)
법률 공법계 헌법종합(2)
민법종합II(2)
필수 기본 민사계 민법종합I(2)
(2) 상법종합I(2)
과목 과목 형사계 민사절차법종합
형법종합(2)
형사소송법종합(2)
법률실무기초 요건사실론(2)
과목
소계
10
8

민법V(2)
상법II(2)
상법III(2)
민사절차법I(2)
민사절차법I(2)

봄학기
행정법II(2)
공법종합I(1)
상법종합II(2)
민사법종합I(2)
형사법종합I(2)
법조윤리(2)
형사실무기초(3)
14

년

3

가을학기
공법종합II(1)
민사법종합II(2)
형사법종합II(1)
민사실무기초(3)
7

선택과목 교과과정 일람

과목군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사법제도론, 법과 경제학, 입법정책학, 법교섭학)
인접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금융론, 회계학, 부기론, 경영학)
공법계 (지방자치법, 조세실체법, 조세법총론･조세절차법, 조세법종합, 정부규제
산업법, 에너지법, 행정사건소송실무)
민사계 (요건사실론종합, 가족법종합, 지적재산권법I･II･III, 지적재산법종합, 도산
선
법I･II, 도산법종합, 민사집행･보전법, 민사행정･보전법실무, 소비자법, 현대계약
택
실무, 금융법, 보험법, 금융상품거래법, 신탁법, 상사신탁법, 기업회계법, 재판외
과 전개･첨단과목 분쟁해결(ADR), 가사사건실무, 금융법실무)
목
형사계 (형사정책, 피해자학, 법의학, 청소년과 법, 경제형법)
사회법계 (노동법I･II･III, 노동법종합, 경제법기초, 경제법종합, 사회보장법, 노동
법실무, 경제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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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 (국제법기초, 국제법종합 I･II,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종합, 국
제환경법, 국제조세법, 국제형사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국제민사소송법, 국
제계약법실무, 국제금융거래법실무)
학제계 (환경법I･II, 정보법, 젠더와 법, 의사법I･II, 사이버법)
외국법계

(Legal Writing, Legal Debate, Draf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merican Law I(Public Law), American Law II(Private Law),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merican Contract Law , American Property Law,
Corporate Governance & Risk Management, Corporate Finance and Law,
Forensic Accoun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 Law, M&A and Strategic
Alliances , International IP Licensing Agreements, WTO Law,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학(법정비지원론))

프랑스법, 독일법, 영국법, 중국법, EU법, 아시아법, 개발법

베이직프로그램 (기업법무 베이직프로그램, 금융법무 베이직프로그램, 섭외법무
베이직프로그램, 지적재산법무 베이직프로그램, 경제법 베이직프로그램, 환경법
무 베이직프로그램, EU법무 베이직프로그램)
워크숍프로그램 (금융법무 워크숍프로그램, 섭외법무 워크숍프로그램, 지적재산
법무 워크숍프로그램, 사법제도론 워크숍프로그램, 인권법무 워크숍프로그램, 소
비자법 워크숍프로그램, 현대거래법 워크숍프로그램, 도산법무 워크숍프로그램,
노동법 워크숍프로그램, 경제법 워크숍프로그램, 국제법 워크숍프로그램, 국제형
사법 워크숍프로그램, 글로벌 거버나이즈법무 워크숍프로그램, 황경법무 워크숍
프로그램, EU법무 워크숍프로그램, 개발법학 워크숍프로그램)

도쿄대학이나 케이오대학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당초의 개원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화
에 대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모
든 법과대학원이 이와 같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입학정원이
적은 법과대학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와세다대학
비교적 상세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과목을 커리큘럼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택과목이다. 와
세다대학은 실무가 계속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본 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세미
나를 개최하는데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가 주목된다. 예컨대 미․일 모의재판을 진행하
3)

- 322 -

는 식이다. 동일한 가상사례에 대해 각각 법원의 재판관이 되어 각국의 법령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후, 함께 모여 결과의 상이점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이다.
161)

정리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대개 지적재산권 강좌는 선택강좌이며 학점은 보통 2학점
으로서, 와세다 대학 및 교토대학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강좌를 커리큘럼을 두고
있지 않아, 미국의 지식재산 교육에 비해 다양한 방식의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관련 과목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당초 설립취지에도 반하
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와세다 대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법학
전문대학원은 실무자의 후속교육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교육에서도 모의심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및 기타 IP5 국가에서 각각 다른 심사 또는 심판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큰 사례
들에 대해 모의심사, 모의심판을 개최하여 교육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투여방법․
투여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품의 특허요건 판단(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
판), 특허권의 간접침해 판단과 관련하여 각국의 가상 심판정을 상정하고 모의심판을 진행
하는 방법이다.
4)

162)

(6) M O T 및 지식재산 전문대 학 원의 설 립 163)

최근의 지식재산 교육은 법적인 접근중심의 교육에서 창출과 활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
다. 일본은 이공계 대학(원) 등에 지식재산 강좌 개설을 유도하여 다양한 학제 융합형 지
식재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MOT 등). 또한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을 설립하
여 글로벌 인재양성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의 동경이과대학 지
식재산 전문대학원,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등).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의
경우 변리사 시험 연계과정을 운영하여 과정 수료시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164)

165)

166)

161) 竹中俊子, 国際化する知財活動に適応する知財人材育成, 知財管理 57-4, 2007年4月, 547-548頁.
16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2012.6, 31면.
16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2012.6, 32-33면.
164) 한국발명진흥회. 선진국의 IP인재양성 실태를 통한 우리의 인재상, 2008
165) 동경이과대학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은 대부분 지식재산 관련 현직자들에게 기술의 권리화에 중점을 맞춘
지식재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목에 기술계열이 편성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공학적(기술) 지식
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6) 학부과정과 지식재산 전문가 대학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오사카공업대학의 경우, 학부과정은 정보과학
부 및 공학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식재산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지식재산 전문대학원과
정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직의 양성과 공학 분야에 대한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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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재산 외국어 전문가 양 성

도시바 등 대기업에서는 지식재산 부문 직원의 어학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재
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소양으로 어학을 꼽았다고 한다. 일본은 2004년 일본지식재
산번역협회(NIPTA)를 설립하여, 지식재산 외국어 전문가 검증시험인 지식재산 번역시험
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번역 업무의 경우 단순히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용어와 법적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한 고도의 융합적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
문에 지식재산에 특화된 검정시험 체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167)

168)

라. 시사점

(1) 국제공조의 강화

일본은 국제적 측면으로는 심사결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IP5의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2008년 개최된 5개청 제2차 회합에서 국제간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10개의 기
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0개 기초 프로젝트
주관관청
프로젝트 명칭
EPO
공통하이브리드분류
EPO
공통문헌
USPTO
공통검색 및 조사지원 툴
USPTO
검색전략의 공유화와 문서화를 향한 공통 어프로치
JPO
공통출원양식
KIPO
상호기계번역
JPO
공통검색･심사결과 액세스
KIPO
공통훈련정책
SIPO
심사실무와 품질감리의 공통 룰
SIPO
심사를 위한 공통 통계 파라미터
그중 “공통 훈련정책․프로젝트”는 인재 육성에 관한 프로젝트로 각청의 연수과정 및 내
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수 자료를 각청에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심사관연수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공통하이브리드분류․프로젝트”나
“상호기계번역․프로젝트” 등 다른 기초 프로젝트의 성과를 각청 심사관에게 효율적으로
침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67) 특허청 (2007)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168) 일본지식재산번역협회(NIPTA) 홈페이지: <http://www.nip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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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훈련정책․프로젝트”의 주요 목록은 “IP5 연수상호참가”, “IP5심사관 워크숍”
이 있다. “IP5심사관 워크숍”은 각청에서 선발된 심사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서치수법․특
허성 판단수법 등을 토론한다.
국제업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최다 출원국인 5개 특허청의 제도나 구체적인 운
용, 심사실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P5 연수상호참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
고 비교연구를 행하는 한편 각청이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청에 개방하고 각청 심사관들이
실제로 타청의 연수에 상호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수를 개방하는 국가의
심사관이나 자국의 연수에 참가하러 온 타국 심사관과의 교류를 통해 제도나 심사실무를
상호 배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면전에서 외국어로 토론함으로써 단순히 제도나 심사실무 외에 외국어 운용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히고 그 결과 국제적 시야를 가진 인재육성이
기대된다. 이에 더해 타청 연수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타청의 연수제도나 연수내용, 연수수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자국 심사관들이 다양한 국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타
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자국의 심사관 교육방법의 개선점도 찾을 수 있도
록 한다. 예컨대 JPO 연수에서는 소수의 그룹토의형식보다 다수의 강의형식이 많은 편이나
타청 연수에 참가한 JPO 심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타청 연수는 그룹토의 형식이 비교적 많
고, 수강자의 질문도 활발하다. 형식적인 차이 외에 연수로 배울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연수시킬 것인지에 관한 연수도 있고, 예컨대 진보성의 판단방법만 하더라도
각청은 다양한 수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연수수법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고 최선의 연수방법이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
다. 다만 다양한 연수참가 경험은 자국에 적합한 연수방법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P5 연수 상호참가로 얻은 타청 프로그램 실시수법이나 연수내용정보를 참고하여 각청의
연수내용이나 수법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기대된다. 실제로 2011년부터
5개 특허청 공통 훈련정책․프로젝트에 각청 연수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심사관 연수에 관
한 연수담당자 차원에서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

169)

170)

(2)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2011.7

월 일본특허청이 공표한 국제지재전략 에 있는 바와 같이, JPO는 일본 출원인의
171)

169) 角張亜希子, 特許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国際協力プロジェクト－五大特許庁の枠組みから－,
2012年8月, 7頁.

特技懇,

170)
角張亜希子, 特許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国際協力プロジェクト－五大特許庁の枠組みから－, 特技懇,
2012年8月, 8頁.
171) 特許庁、「国際知財戦略」、2011年7月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izai_bukai_16_paper/siryou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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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출원전략에 대응하여 세계에서 널리 안정된 권리취득을 목표로 특허심사하이웨이
(PPH)의 확대에 의한 국제특허네트워크추진, 각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이용확대를 추진
하고 있다.
JPO 심사관에게도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경향은 무시할 수 없다. 세계에서 일본특허문헌
의 비중이 적지 않지만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특허문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인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어
떻게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심사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양
개발에는 자신의 역량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허청의 입장에서 개인의 국제화대응능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JPO뿐 아니라 각국 특허청의
공통된 문제이다.
이를 위해 JPO는 시대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추세에 발맞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 지재를 둘러싼 환경이 급
변하는 상황에서 법령과 기준에 따른 신속, 정확한 심사가 가능한 인재육성이 시급하기 때
문이다. 심사관 육성방법도 새롭게 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인재육성을 중요한 도구인
연수를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고 시대에 맞게 대체하려 한다. 지재권의 세계화와 지재경영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상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관을 통해 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새 로운 유형의 연수시도

일본의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서는 심사・심판의 품질향상을 위한 체제의 정비를
위한 시책으로, 심사품질관리 인재의 육성과 확보, 사업형 지재전략을 구비한 특허심사관의
육성을 들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관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시행착오
를 계속하고 있다. 그중 새로운 유형의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가 관리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전략과 지재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기업의 사업전략과
지재전략의 연대를 실례를 통해 검증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강한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다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강한 특허의 실체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한 특허를 산출하기 위해 특허청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
는 상태이고 연수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부터의 심사관 인재육성은 새로운 영역에도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으므로 다양한 측
면에서 심사관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사관의 육성을 위
한특허청 상급심사관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172)

(4)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172) 森川幸俊, 審査官の人材育成に関する最近の取組について, パテント 66-1, 2013年1月, 7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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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이·공학적, 경영학적, 그리고 법학적 소양 및 지식과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소유한 융합형 인력이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영역에 대해
서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실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T자형 인력이여야 한다. 심사관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173)

(5) 기본에 충 실한 능력의 배 양 -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능력

선행기술조사는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많으나 심사관 본연의 임무는 해당 출
원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
는 것이므로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능력은 심사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직무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기관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IP Academy, (주)윕스 IP교육센터가 있다.
외국어로 된 문헌이 많기 때문에 정보검색 능력뿐 아니라 외국어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정보의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 분야에 대
한 기초적 소양 및 지식재산권법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6)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

국제법 교육의 중요성
일본 도쿄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은 점점
글로벌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섭외사법과 관
련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사관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가 필수적이다.
1)

외국법 교육의 중요성
심사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외국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다.
일본 도쿄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선택과목으로 미국법 관련 4과목을 비롯하여 독일법,
프랑스법, 유럽법, 중국법, 한국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국법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IIP
지재숙 또한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좌들을 개설하고 있
2)

173) 한국지식재산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계획의 조사․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2012.6,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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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관련 강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3)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

국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필수적이다.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e-러닝을 통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당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외국어로 된 선행문헌의 검색뿐 아니라 외국법규와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필수적이다. 다만 한 사람의 심사관이 모든 국가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의 지식재산관련법 및 심사기준의 한국어 번역본을 만들어 교육
및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정이 잦은 지식재산관련법의 특성을 고려해 계속해
서 새로운 번역본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심사관 교육 교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기존의 교육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식재산은 실무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나 실무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이론 교육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심사관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전문 인력은 전공지식과 법학적 소양
및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소유한 이른바 융합형 인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공계 대학, 법과
대학, 외국어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MOT과정, 지식재산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학점
은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예컨대 B+이상)인 경우에는 변리사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외국어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전문용어에 대
한 교육이나 외국법에 대한 교육을 겸하는 것과 같은 심사관을 위한 맞춤식 외국어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외국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맞춤식 외국어교육이 가능한 곳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존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영어강좌를 활
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연수원에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
다. 더불어 심사관을 위한 외국어 e-러닝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e-러닝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8) 국가별 전문가 양 성

지식재산 분야는 해당 산업의 전문적 기술지식은 물론 법학적 역량을 겸비해야 하기 때
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 전문가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강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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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별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9) 글 로 벌 네 트워 크 강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해외의 대학이나 지식
재산전문가 양성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사관을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와 법령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견기간은 해당 국가의 지식재
산전략이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동기간 동안 이루어진 해당 국가 전
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외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강연이나 세미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도 필요하다.
(10) O FF - JT 와 O JT 의 연대 175)

연수를 받은 후에도 효과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의 5개월후 “강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업에서 다룬 내용 중 사실이나 주제에 대해 단지
2.1%만이 기억하고 있었다. 키워드를 기억하는 사람도 29.1%에 불과했다.
즉 강의형식으로는 기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수에서는 기본적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
는 것으로 하고,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기억에 남는 연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사의 지도로도 인재육성효과는 변할 수 있다. 당신이 부하에게 실시하는 OJT는 충분한
가? 연수시의 강의는 강사간의 비교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지만
OJT 능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정보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강의수준향상을 위해 시험강
의를 해보거나 자료를 공부할 수는 있지만 OJT에 대해서는 연습이나 준비가 힘들다. 신입
은 상사의 업무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심사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 먼저 상사가 시범
을 보이고, 신입이 따라한다. 그후 지도와 조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스스로 하
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한다. 지원하는 일이 점점 줄면서 독립의 단계에 이른다. 개
인차가 있지만 양질의 OJT를 받더라도 독립된 심사관으로 양질의 심사를 할 수 있으려면
3~5년이 걸린다고 한다. 상사는 부하의 작업결과만 아니라 과정을 관찰하여 교육이 선순환
176)

17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47면.
175) Off-JT란 기업 내에서 시행되는 OJT(현장훈련)와 더불어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
하는 것으로 기업 내 근로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대학 및 공동훈련센터 등
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6) 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第1委員会第3小委員会, 知財人材育成のための部門長心得3箇条－あなたのやり方はま
ちがっている－, 知財管理, 2008年6月, 745-74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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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실천) → 경험 → 피드백(성찰)
→ 개념화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을 OJT로 배울 수는 없고 OFF-JT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은 OFF-JT
와 OJT의 조화이다. 연수후 OJT를 통한 체화, OJT후에 피드백이나 개념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하면 보다 효과적인 인재육성방법이 될 수 있다.
177)

(11) 인재 양 성 중시정책과 다 양 한 요구에 부 응 하는 심사관의 양 성

아무리 기계화가 진행되더라도 특허성 판단을 기계가 대신할 수는 없다. 특허심사는 사람
이 할 수밖에 없어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훈련된 인재에 의해 검색시스템이나
기계번역과 같은 도구나 각청의 심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신속, 정확한 특허성 판단
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연수는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심사관의 능력은 심사의 질에 직접 결부된다. 기업이 글로
벌화 함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도 변하고 있다. 지식재산관련 인재, 특히 심사관에 대한
요구도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한 권리화를 위해 외국어능력의
강화, 적절한 기술동향의 파악, 법학적 소양에 이어 경영학적 소양까지 요구된다.
국제적 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5개국 특허청의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세계 각국의 특허청이 각국의 심사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바, 우수한 인재를 확
보하여 질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조기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국 특
허청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2011년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가 출범하였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식재산 기본계획
의 기반분야 전략목표 중 하나가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이다. 기반 분
야 전략목표와 관련성 있는 중장기계획은 32개이고 세부과제는 73개인데, 그중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21개 계획, 31개 세부과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략목표별 중
장기계획과 세부과제가 타분야에 비해 균등하게 수립․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
만, 지식재산 창출인력(특히 R&D인력)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심사관 육성과 교육 또한 예컨대 분야별로는 선행기술검색 및 출원
의 심사에 편중되고, 국가별로는 미국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
상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사관에 대한 교육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일본의 다양한 심사관 교육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8)

179)

177) 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第1委員会第3小委員会, 知財人材育成のための部門長心得3箇条－あなたのやり方はま
ちがっている－, 知財管理, 2008年6月, 745-747頁.
178)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강화, 창조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지식재산 지원 인력 양성.
179) 한국지식재산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계획의 조사․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2012.6,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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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가. 인재 양 성 기본방향

우이부총리가 2004년 1월 전국 특허관련 회의 시 “지식산권에 대한 전략 추진”을 지
시하여 2006년 1월 국가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 (国家知识产权战略制定工作领导小组) 발족.
ㅇ

ㅇ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2006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개요｣에는 제1장 ｢작고 강한 사회건설｣, 제2장
｢과학적 발전관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실천｣ 등에 있어서 중국 독자의 혁신을 의미하는 ｢자
주창조｣가 기재되어 있고, 제27장 제4절에는 특허, 상표, 저작 등 지재권 보호강화와 지재
서비스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발전관｣은 ｢인재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후진타오 대표부의 방침이다.
SIPO는 이에 근거한 인재육성에 대해 ｢지식재산권인재 제11차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재인재육성에 특화한 초유의 국가 정책이다. 지재법전문가나 지방정부
기업지재부문, 변리사 등의 육성강화나 지재교육의 강화와 함께 특허심사관에 대해 2010년
까지 5100명이란 구체적 증원목표가 설정되었다. 백인의 고도 지재전문가(지도자, 학자 등)
육성, 천인의 지재전문가(SIPO직원, 지방정부 지재국직원 등)육성, 만인의 지재인재(대리인,
기업, 교육기관, 연구자 등)육성하는 2007-2010년 백천만지재인재(百千万知財人材) 공정이
책정되었다.
｢

180)

181)

중국 정부는 중장기 국가지식재산전략으로 수립된「국가지식산권전략요강」(‘08년 수
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발표
ㅇ

국가지식산권전략요강」은「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요강」（2006年）에 근거해 공
포된 것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최초의 국가전략이다.
- 「전략조치」의 7번째가 지재인재의 육성이고 구체적 목표로 지재인재은행 등 플랫폼
구축, 지재학과 설치 및 지재학위수여기관 설치 추진, 지재연수 대상확대(당, 정부간부,
기업의 관리직, 전문기술자, 문학예술 창작자, 교원등), 지재인재 유동화에 관한 제도정
비(평가 시스템 등)이 제시되었다.
- 다른 전략조치 중에도 국비유학자의 지재과목 수강지도나 해외전문가 초빙을 들고 있
- 「

180) ジェトロ北京 平成20 年度特許庁委託事業「中国知財教育の現状調査報告書」2009年 3月, 3頁.
181) 黒瀬雅志「中国『国家知的財産権戦略綱要』の理念と第三次特許法改正」特技懇 253号, 26-4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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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 개요에 근거해 2010년 SIPO에서 책정된 「전국특허사업발전전략（2011−2020
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재육성을 언급하고 2015년까지 심사관 9000명, 변리
사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은 단순한 보호 전략이 아닌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문제를 개선
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이 자주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전략
임
- 매년 발표되는 추진계획에 인재양성을 위한 부분이 고려되고 있음
ㅇ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2011年）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재권을 언급한다. 제15장 第十五章「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가속」에 있어서 지재와 기술이전 서비스강화가, 제27장「기술창조능력의
강화」에서 지식재산권제도의 개선, 지재권의 창조, 이용, 보호와 관리, 법집행의 강화, 중
국독자의 지재권과 기술표준의 채용장려가 제시되었다. 이에 근거해 SIPO나 과기부, 상무
부, 공상부, 판권국이 공동으로 수립한「국가지식재산권사업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는
4개 주요목표 중 하나인 지재인재의 안정화발전에 대해 2015년까지를 목표로 지재권의 심
사 및 등록을 둘러싼 인재면의 경쟁우위확립, 지재서비스업취업인구 약 1만명 증원 등이 제
시되었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 앞서 국무원이 공포한「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개요（2010
− 2020年）」에서도 국가 10대 정책의 하나로 「지재보호정책을 실시하는 인재」가 금융
이나 농업, 산학연 인재정책과 함께 제시되었다. 이를 구체화한 SIPO의 계획인「지재인재
“十二五” 計画」에서는 ① 2011年−2015年 백천만 지재인재 공정、②지재연수 기반건설
프로젝트, ③지재인재 정보화 프로젝트, ④지재행정관리・집행인재연수계획、⑤특허심사인
재능력향상계획, ⑥ 기업지재인재개발계획, ⑦ 지재서비스업 인재지원계획, ⑧ 지도자 육성
계획, ⑨ 지재교육인재육성계획의 9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SIPO 내에서의 인
재양성으로 경제・과학기술정책의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인재의 채용, 지도자, 고급, 중견인
재 등 인재유형별 육성, 심사업무의 국제교류에 의한 인재육성 연대 등 구체적 정책을 마련
하였다. 자주창조(自主創新)를 중요전략으로 삼은 중국정부에 있어서 지재인재의 중요성도
국가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182)

나. 중국의 지식재산 권 현황

중국은 1984년 처음으로 특허법을 제정하였는바,

183)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는 다

182) 松本要, 中国国家知識産権局(SIPO)における人材育成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33-34頁.
183) 1985년 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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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짧다. 그러나 중국은 과교흥국(科敎興國) 을 표방하면서 2006
년 국가지재전략제정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정한 이래 매
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중국은 2011년 처음으로 특허출원 1위국으로 올라선
이후 계속해서 출원 1위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의 지식재산중시정책으로 중국기
업의 국내외 권리취득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고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것
이 가장 큰 이유다. 중국 시장이 글로벌 기업이나 이에 대항하는 지역기업의 전장이라는 점
도 한몫을 한다. 즉 풍부한 인재의 활용과 중국시장에의 상품 최적화를 위해 앞 다투어 R
＆D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의 질을 무시하고 건수로만 기술발전력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출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하고 심사된 출원은 심사관이 심사하지
않으면 안되고, 권리가 부여되면 활용하는 인재나 지재분쟁을 처리하는 법조인재도 필요하
게 된다는 점, 지금까지의 모방대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모방품 대책에 관한 인재도 필요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재인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4)

185)

186)

187)

다. 심사관의 채 용과 연수

SIPO

심사관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육성되는지 소개한다.
(1) 중국 심사관 제도의 특이점

심사관의 채용
SIPO 심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국가공무원시험을 치른 후, SIPO가 행하는 전문시
험(전문분야 영문번역), 면접, 신체검사를 받는다. 채용계획은 공표단계에서 각부서(심사실)
마다 채용 예정수,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학위, 정치사상(공산당원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경력, 어학능력 등이 상세히 지정되고,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채용계획을 공표한
1) SIPO

184)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85) 중국 지식산권국(SIPO)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특허출원은 825,136건으로 처음으로 80만건을 넘어섰
다고 한다. 이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인 우리나라 특허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
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필자가 만나본 중국의 지식재산전문가들은 모두 중국을 지식재산대국(知识产权
大国)이지만 지식재산강국(知识产权强国)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출원들이 핵심기술보다는 실용신
안과 같은 작은 기술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특허권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바, 중국의 지식재산역량을 가볍게 볼일은 아니다.
186) ジェトロ北京「中国におけるR&Dと知財保護の現状」2007年1月.
187) 松本要, 中国国家知識産権局(SIPO)における人材育成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3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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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년을 예로 들면,「모집대상：특허청 화학발명 심사부 재료화학심사실 심사관, 업
무：무기발광 재료영역의 특허심사, 시험구분：성급이상 종합관리류, 모집인수：1명, 전
공：무기발광재료, 학력: 석사이상, 정치사상: 불문, 경력: 2년 이상, 영어: 대학영어 6급 합
격 또는 성적 425점 이상」이다. SIPO에서는 인사부 정도만 공산당원일 것을 요구하고 심
사관은 기본적으로 불문한다. SIPO 심사관은 2010년 채용자까지는 신규 채용자가 주를 이
루었으나 2011년부터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고 있다.
채용이 결정되면 이름과 졸업대학 또는 전직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채용자의 대학 및
전직기업은 널리 분포한다.
188)

189)

2)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센터(中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
专利审查协作中心)

는 2001년에 특허국 직속기관으로 북경에 특허심사협력센터를 설립했다. 특허심사협
력센터는 독립채산제이고, 실체심사(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포함)를 행하는 SIPO의 심
사부 중 하나이다. 특허심사협력센터의 심사관은 SIPO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
쳐 채용되고, SIPO 본국 심사관과 동일한 내용의 연수를 받는다. 또한 SIPO 본국 심사관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쌓고 시험을 통과하면 PCT 심사관이나 특허복심위원회(심판부)의 심판
관이 될 수 있다.
최근 채용되는 심사관은 많은 수가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 채용된다. 심사관의 대량 증원
은 이에 의한 것이다. 그 전에는 북경에만 설립되었으나, 2011년부터 강소성 소주(蘇州), 광
동성 광주(広州)에 신설되어 심사실무를 개시했다. 그 밖에도 2014년 현재까지 북경을 포함
하여 모두 7개 지역에 설립되었다. 이들 신설 특허심사협력센터는 2015년까지 2000명 규모
의 심사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SIPO 본국에는 2010년에 이미 2000명이 넘는 심사관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심사관 채용경
향으로 볼 때 SIPO 본국은 이후에도 그 정도 추이이고, 2015년의 9000명 중 7000명은 각지
의 특허심사협력센터 심사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IPO 본국에서의 채용이 경력자라는
점에 비추어 SIPO 본국의 심사관은 특허심사협력센터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
되는 듯하다.
SIPO

①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북경센터

190)

연혁; 2001년 5월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심사협력센터로 창립.
188) 2012 年度採用計画表 <http://www.sipo.gov.cn/tz/zp/201110/P020111013517806422189.xls>
189) SIPO 본국은 그러하나, 특허심사협력센터는 지금도 신규대졸자도 채용한다.
190)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北京中心 <http://www.patentexam.com.cn/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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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9월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북경센터로 명칭변경

주요기능;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이 위탁한 특허심사의 처리.
업무범위;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초보심사
특허복심사건의 심사
실용신안의 권리평가보고
기업에 대한 기술 및 법률자문서비스
기계, 컴퓨터, 생물기술, 전기, 항공, 에너지, 통신, 의약 등 기술분야 전부를 포괄
②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광동센터

191)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광동센터는 2011년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센터 기구편제 답신》 의 비준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국가지식재산권국 특
허국 소속이다.
광동센터는 독립법인으로 인사, 근로자격과 재무관리, 예산권, 경비 등이 모두 독립적이
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으로부터 위탁받은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사법부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평가보고, 기업에 대
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평가보고, 기업에게 특허신청 및 보호 방면의 기술 및 법률자
문서비스 제공 등을 행한다.
11개의 심사 및 관리부로 구성되고, 2014년 11월 현재 심사관수는 1000명 가까이 된다(관
리직 직원 80여명). 2015년 말에는 2000명의 심사관과 120명의 관리직 직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년간 특허심사건수는 11만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2)

③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강소센터

193)

년 9월에 설립되었다.
2015년 말에는 특허심사관 2000명, 관리직원 120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

191)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广东中心 <http://www.sx-gd.org.cn/>
192) 是经中央编办复字[2011] 102号《关于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中心机构编制的批复》
193)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江苏中心 <http://www.sipo-p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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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하남센터

194)

2012

⑤

년 11월에 설립되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호북센터

195)

년 1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호북성 무한에 업무전용건물을 신축중이고 2017년 말에는 특허심사관 2000명, 특허
출원건수 11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

⑥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천진센터

196)

2013

⑦

년 9월에 설립되었다. 2014년 전국적으로 심사관 100명을 채용한바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특허심사협력 사천센터

2013

197)

년 10월에 설립되었다.

대량 채용에 따른 심사관 교육
심사관이 각지에 분산되어 대량 채용되는 상황에서 질이 높은 심사를 기대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중국의 심사관 교육시 토론형태의 강의는 SIPO 본국에서 신입채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 SIPO 본국에서도 대량 채용했던 시기에는 토론형식의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1반에 100명 전후의 강의형식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도 가능한
동일한 형식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신입 심사관에게 동일하게 질 높은 강좌를 실
시하려면 질 높은 강사가 필요한데 그러한 강사를 단기간에 양성하기란 곤란하다. 또한 아
무리 강사의 질이 높더라도 심사수준은 강좌만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고 베테랑 심사관의
지도하에 경험을 쌓아야만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역사가 짧은 특허심사협력센터로서는
장애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조직 간에 의견교환이 불충분하고,
동일한 기술분야인데도 다른 판단경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SIPO 본국과 북경
3)

198)

194)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河南中心 <http://www.sipo-hn.com.cn/>
195)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湖北中心 <http://www.sipo-hb.com/>
196)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天津中心 <http://www.sipo-tj.com/>
197) 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四川中心 <http://www.sipo-sc.com/>
198) 松本要, 中国国家知識産権局(SIPO)における人材育成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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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사이에도 인재교류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심사관 교육을 통한 심사방향의 통일화를 들 수 있다. 현
재 각각의 특허심사협력센터는 자체 내에 교육기관을 가지고 심사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만 강사진은 대부분 국가 지식재산산권국(SIPO)에서 파견된다고 하고, 심사관의 통일적 교
육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이다.
중국 현지에서 SIPO 심사관들과 실제로 인터뷰하고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에 따르면, 위
와 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원은 중국 국가 지
식재산산권국(SIPO)에서 집중하여 관리하고 각각의 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의 거주지역
이나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계없이 랜덤하게 심사협력센터로 배분되므로 출원인도
자신의 출원이 어느 지역으로 배당될지 알 수 없고, 심사결과는 심사관 개인별 차이가 존재
할지는 몰라도 지역별 차이는 우려할 만큼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동일한 출원내
용에 대해 A센터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거절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거나 반면 B센터에
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등록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불합리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역사가 길지 않은 특허심사협력센터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심사품질은 더욱 균질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

(2) S IPO 심사관의 연수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SIPO의 연수는 SIPO와는 별도의 장소에 입지한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이하,
CIPTC)에서 진행된다. CIPT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1)

지식재산권국 입국후의 연수과정
채용된 신입국원은 4개월 동안의 강좌수강연수와 시험, 지도심사관 하에서 18개월간의
OJT를 거쳐 심사관으로 독립하게 된다. 시험은 필기시험 외에 사례안건에 대해 거절이유통
지서를 기안하고 시험관 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하는 시험도 있다.
심사관이 된 후에는 인턴쉽이나 어학연수의 기회가 부여되고 해외 로스쿨의 유학기회도
있다. 해외 로스쿨과 연계하여 국내에서도 해외강좌를 듣는 연수기회도 제공한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는 PCT와 심판을 들수 있다. SIPO 심사관이 PCT 안건을 담당하
기 위해서는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경험후, 시험(법률, 검색, 영어요약작성)에 합격하고 아울
2)

200)

201)

199) 松本要, 中国国家知識産権局(SIPO)における人材育成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38頁.
200) 松本要, 中国国家知識産権局(SIPO)における人材育成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35頁.
201) CIPTC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2년에는 미국의 John Marshall Law School（Chicago）、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과 연계하여 석사과정 강의를 수개월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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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PCT 안건처리를 위한 연수를 수강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는 불복심판의 심판부도 지원제이고, 마찬가지로 심
사관으로 3년 이상 경험후, 시험을 통과해야 심판관이 된다. 심판관이 된 후에는 북경대,
인민대, 정법대 등에서 야간으로 약2년반 과정을 거쳐 법률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심판관
중 60% 이상은 법률 백그라운드를 가진다. 또한 최고법원, 북경고급법원, 북경제1중급법원
등의 법률검토회의, 지방정부나 지방인민법원과의 학술교류나 인사교류 등도 행하고 있다.
신입국원 연수실태
신입국원의 연수는 CIPTC에서 진행된다. 강의테마는 보통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실
시가능요건),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4항(명확성) 중국 특허법 제31조 제1항(단일성) 3가지이
고, 각각 오전 8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연수생을 1그룹 당 5명 정도씩 4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기회에 따라 그룹별로 토론시
키는 방식을 채용한다. 연수 자료로는 법조문, 입법취지, 심사기준(審査指南), 다양한 형식의
사례가 준비되고, 강사가 심사기준을 설명하지만 중간 중간 각 사례에 대해 그룹별로 토론
시키고 그 결과를 발표시키고 강사가 강평을 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기본교재는 법률과
심사기준 자체이다. 이처럼 SIPO의 연수는 강사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상호작용이 높은 강
의가 특징이다.
신입 심사관 연수에는 타국 심사관들도 참가할 수 있다(IP5 심사관 상호파견연수의 일환).
다만 거의 모든 연수는 중국어로 진행된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JPO,
EPO 심사관들도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3)

202)

연수강좌
CIPTC는 강사교육을 중시한다. 신입연수강사는 비교적 젊은 심사관들이다. 그러나 직접
교육을 받은 일본의 심사관 경험에 따르면, 시간배분, 교육방법이 우수하다. 연수생들의
질문에도 적절하게 답변한다. 예컨대 PCT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강사시험뿐 아니라
전술한 PCT 시험을 통과하고, 아울러 PCT 이외의 강의경험을 가지는 자만이 담당가능)는
20여명이다. 이런 강사진은 오랜기간에 걸쳐 양성된다. SIPO 강사는 지원제이고, 면접, 모의
강의 등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합격 후에도 바로 강의를 할 수는 없고 선배강사의 강
의를 연수생과 함께 청강하여 강의진행방법을 익힌 후 비로서 강사가 된다. 그 결과 강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강사육성의 개념은 도입할 만하다.
4)

203)

202) 松本要, 中国国家知識産権局(SIPO)における人材育成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36頁.
203) 松本要, 中国国家知識産権局(SIPO)における人材育成について, 特技懇, 2012年8月, 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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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기관

(1) 중국 지식재산 권 트 레 이 닝 센터( C IP TC ) 204)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의 국가급 교육양성기관 으로, 중국정부가 직접 개
설한 최초의 지식재산권 교육양성기관이다. 1997년 설립되었다. 주요 교육 대상은 전국의
지재권 분야의 재직인사 이나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
동,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지재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e-learning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중국 지식재산권 연수원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아태지역의 지적재산권 양
성 근거지를 지향한다. 본 연수원은 WIPO가 중국에서 개최하는 10여 차례의 지적재산권 세
미나와 교육 코스를 위탁 실시하였다. 연수원과 국외 지식재산권 양성 기구와의 협력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
동 연수원은 WIPO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지식재산권 전문가 및 학자를 명예교수로 추대
하였고 객좌교수 및 겸직 교수를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있다. 동 연수원의 강의는 기본적으
로 중국어로 진행되나, 외국어 강의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추후 단계적으로 외국어 강의
를 늘릴 예정이다.
동 연수원은 연수 활동 외에도 교육교재 편찬과 지적재산권 도서관 설립 및 자동화에 힘
쓰고 있다. 중국 유수의 지재권 전문가, 학자와 함께 지재권 교육교재 및 학술서적을 편찬
하고, 외국의 지재권 관련 우수서적도 번역․출간할 계획이다.
각국 연수기관이나 로스쿨과 제휴하여 해외연수도 행하고 있다. 외국의 지식재산 교육기
관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
(’06.1.1)하였다.
또한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도 중일 지재인재육성의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 연수계획은 SIPO의 인사교육부가 주관하여 구축한
1)

205)

206)

207)

208)

209)

204) <http://www.ciptc.org.cn/index.do>
205) 중국 명칭은 中国知识产权培训中心이다. 베이징시 해전구(海淀区) 상지(上地) 정보산업기지에 위치하고 있
으며 원명원, 이화원과 향산 등 유명관광지와 인접해 있다. SIPO에서 30분 거리이다. 총 면적은 20736㎡
달하며 제1기 건축면적은 12950㎡이다. 동시 수용 인원은 기숙 150명 , 통학 300명이다. 본 연수원 본관에
는 정보화 교육ž회의 장비와 대ž중ž소회의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국내외 각종 회의와 수업 진행에 적합하다.
206) 교육 대상은 주로 특허심사관, 특허대리인, 지적재산권 관리기관 종사자, 기업의 지재권 업무 인원, 법관
등이다. 교육 내용은 특허, 판권, 상표, 허가증 무역, 부정경쟁방지 및 신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다.
207) <http://elearning.ciptc.org.cn/public/index>
208) 양 기관은 (1) 연수원 직원 상호파견을 통하여 지재권교육 관련 최신정보 교환, (2) 주요 지재권 이슈에
관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209) METI プレスリリース「日中で「知的財産人材育成協力」の覚書を締結〜ﾂ日中の知的財産人材育成の協力強
化へ〜ｾ」2009年9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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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전경
국제연수 프로그램
① SIPO, WIPO, 유럽특허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
2)

210)

연수대상: 각국 특허청 직원
시기: 전반기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②

중미지식재산권 세미나

연수대상: 중미법률사무소,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지식재산권 관계자
시기: 4월, 6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③

미국 존 마샬 로스쿨반

연수대상: SIPO, 법률사무소 등 직원
210)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3a735d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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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5월~7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④

미국 카르도스 로스쿨반

연수대상: SIPO 직원
시기: 5월~7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⑤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합동반

연수대상: KIPO 직원
시기: 6월
장소: 한국
⑥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합동반

연수대상: 기업대상
시기: 미정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⑦ WIPO

트레이닝 센터 합동반

연수대상: 각국 특허청 직원
시기: 미정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원거리 교육
① SIPO 원거리 교육 (년중)
3)

211)

연수대상: 사회구성원 전원
시기: 년중
홈페이지: elearning.ciptc.org.cn
211)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3d38f6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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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원교(高等院校)

212)

지식재산권 원거리 교육(6기)

연수대상: 고등원교(高等院校) 재학생
시기: 3-7월, 9-12월
장소: 화북임업대학 등 4개 고등원교(高等院校)
지식재산 상관문제 연구 토론반 (知识产权相关问题研讨班)
참가범위: 국내외 지식재산권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행정주관부문 정부관리
시기: 6월, 10월
지점: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구토론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실시
지식재산권영역의 당면한 문제
세계각국 지식재산권발전의 최신동향 등
4)

213)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문 연수 프로그램
① 제14기 전국지색재산권국국장 전문문제연구반
5)

214)

연수대상: 지방 지식재산권국 신임간부
시기: 6월
장소: 신강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국내외 지식재산권 실태
중국과 국제 지식재산권 최신발전 및 핫이슈
지식재산권과 창조형 국가건설
지식재산권작업관리
중국지식재산권법률규정의 제정
중국경제무역센터의 지식재산권보호 제10기 전국지식재산권국
212) 우리나라의 대학교 이상을 의미.
213)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3703f8001a>
214)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0ceb5c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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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기 전국지식산권국 연수반

연수대상: 지방 지식재산권국 연수반 종사 직원
시기: 7월
장소: 흑룡강성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국내외 지식재산권 실태
중국과 국제 지식재산권 최신발전 및 핫이슈
TRIPS협정등 주요 지식재산권조약내용
지식재산권사법보호와 행정보호등 호남성 지식재산권국장실시 지식재산권전략연구토론반
③

산시성 특허행정집법위원 연수반

연수대상: 산시성 지식재산권국 각처 처장, 각 지방의 지식재산권국 국장
시기: 11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실태
특허행정집행법
특허행정관리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발전 등
④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업무 전문 연수반

연수대상: 산동성 권리보호지원센터 직원
시기: 5월
장소: 산동성
연수내용:
특허행정집행법
특허침해판정
특허침해소송과정 중 민사증거규칙
특허정보분석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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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지식재산권 연수 - 지식재산권 심판실무 연수반
연수대상: 지식재산권 심판담당 법관
시기: 5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특허상표행정심사
특허행정안건에 대한 강좌
인터넷저작권 전문강좌 등
6)

215)

서부지구 지식재산권 연수 - 제13기 티벳 지식재산권 연수반
연수대상: 티벳지역 각급 간부 및 관련 기업 지도자
시기: 6월
장소: 티벳자치구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지식재산권제도의 역사연혁과 발전추세
지식재산권법률기초
특허문헌정보 검색과 이용
지식재산권행정보호와 사법보호 등
7)

216)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 연수
① 하남성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전략 연구반
8)

217)

연수대상: 하남성 분관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자급 간부
시기: 3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하남성 지식재산권전략
지식재산권과 자주창조
215)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2c0edb0016>
216)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349d680019>
217)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2a0c5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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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문화배양교육
②

광동성시 (구, 현)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전략 전문고급연구반

연수대상: 광동성 분관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자급 간부
시기: 3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광동성 지식재산권전략
지식재산권과 자주창조
지식재산권 문화배양교육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등
③

지식재산권전략과 구역경제발전 전문연구반

연수대상: 감숙성 분관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관리부분 직원
시기: 5월
장소: 감숙성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해설
자주창조와 기술도입
지식재산권과 경쟁우위
지식재산권과 지역경제발전 등
④

신강생산건설부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진행작업 전문연수반

연수대상: 관련지역 분관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관리부분 직원
시기: 5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진행상황
신강성 지식재산권전략해설
공공정책중 지식재산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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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숙성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전략 고급연수반

연수대상: 관련지역 분관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관리부분 직원
시기: 5월
장소: 감숙성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제도 역사연혁 및 발전추세
국가지식재산권전략해설 및 실시진행상황
지방지식재산권전략제정 및 실시진행상황
지식재산권관리
지식재산권 문화배양 등
⑥

천진시 지도자급 간부 지식재산권전략 연구토론반

연수대상: 천진시 분관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자급 간부
시기: 5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해설 및 실시진행상황
지방지식재산권전략제정 및 실시진행상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실태
지식재산권과 자주창조
지식재산권과 지역경제발전
대외합작중 지식재산권보호 등
교육계통 지식재산권 연수
① 제9기 전국고교 지식재산권 교사연수반
9)

218)

연수대상: 전국고교 지식재산권교실 담당교사
시기: 미정
장소: 북경
연수내용: 미정
218)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2f5b4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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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국 중학교 지식재산권 교육전문 연구토론 및 교사연수반

연수대상: 각급 교육부문, 중학교, 청소년 활동기구, 교육연구기구 책임자 및 청소년발명
창조활동 담당교사, 관리원
시기: 4월
장소: 귀주성
연수내용:
지식재산개론
중학 지식재산권 교육의 특징과 방법
중학 지식재산권 교육 경험소개 및 수업참관
발명창조 중 특허정보의 이용과 지식재산권보호의식의 배양
발명창조 사유와 기교 등
③

요녕성 각급 당학교(행정학원) 교학담당 부교장(부원장) 지식재산권 연수

연수대상: 요녕성 각급 당학교(행정학원) 교학담당 부교장(부원장)
시기: 7월
장소: 요녕성
연수내용:
지식재산권 연구방법과 기초이론
국내지식재산권 발전추세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진행상황
전국지식재산권 연수발전상황 및 추세 등
기업 지식재산권 연수
① 전략성 신흥산업관련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원
10)

219)

연수대상: 전략성 신흥산업 특허보호
시기: 3월
장소: 산동성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특허와 표준
219)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25953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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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판단표준
특허정보검색과 이용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등
②

특허약과 복제약 지식재산권 보호실무 연수반

연수대상: 의약영역기업 연구원,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3월
장소: 해남성
연수내용:
약품등록실무
의약영역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특허정보검색과 이용 등
③

과학연구기구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전전문 연수반

연수대상: 전국 과학연구기구 연구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3월
장소: 산시성
연수내용:
특허침해판정표준
동일유사상표의 인정
특허침해 회피설계
특허질권과 자금융통
기술계약중 지식재산권 문제
④

전국세라믹 지식재산권 고급관리원 연속 연수반 (제3기)

연수대상: 전국세라믹 관련기업 연구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3월
장소: 강서성
연수내용:
디자인권 침해판정표준
특허민사 및 행정소송 증거규칙
미국 337조 조례분석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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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상표의 인정
특허침해판단표준 등
⑤

동북 공업기지 지식재산권실무 전문연수반

연수대상: 동북 공업기지 연구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4월
장소: 흑룡강성
연수내용:
특허신청전략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특허문헌 및 정보이용
⑥

임업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리 전문연수반

연수대상: 각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문, 임업관련기업, 중개기구 및 협회의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4월
장소: 호북성
연수내용:
유전자원보호와 관리
식물신품종 신청실무
국제신품종보호 신청방법
식물신품종 사법보호
국외 식물신품종보호제도비교 및 중국에의 시사점
⑦

의약기업 지식재산권보호 실무연수반 (3기)

연수대상: 전국 의약부문 관련기업 연구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3월, 5월, 6월
장소: 길림성, 강서성, 무석시
연수내용:
특허신청과정
의약부문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미국의약품허가제도 및 관련 지식재산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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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약품 등록과정중 지식재산권문제
⑧

야금(冶金)기업 지식재산권실무보호 연수반

연수대상: 전국 야금(冶金) 관련기업 연구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5월
장소: 감숙성
연수내용:
야금기업 특허분포현황 및 기술발전추세
지식재산권 사법보호개술
특허침해판단표준
특허침해 위험회피
전개중인 지식재산권보호
⑨

전국 환경에너지 영역 지식재산권보호 실무연수반

연수대상: 전국 환경에너지 영역 관련기업 연구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6월
장소: 호북성
연수내용:
신에너지 특허분포현황 및 기술발전추세
신에너지 특허신청 및 배치전략
특허정보분석과 이용
환경보호 신에너지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⑩

중대형 국유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원 연수반 (2기)

연수대상: 전국 중대형 국유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6월, 10월
장소: 중남재경정법대학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과 자주창조
기업 특허관리와 보호
기업상표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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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레이저와 광전산업 지식재산권실무 연수반

연수대상: 전국 레이저와 광전기업 연구원,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7월
장소: 온주성
연수내용:
레이저와 광전산업 특허신청분포현황 및 발전추세
레이저와 광전산업 지식재산권 무역장벽과 분쟁 분석
국제 전개중인 지식재산권문제
중국 및 주요 선진국 지식재산권 국경조치 등
⑫

특허복심과 특허무효 연수반

연수대상: 해당구역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시기: 8월
장소: 산동성
연수내용:
복심 및 무효절차
복심 및 무효과정중 관련문건의 작성
⑬

전략성 신흥산업 중심기업 CEO 지식재산권 전략 연수반

연수대상: 전략성 신흥산업 중심기업 CEO
시기: 8월
장소: 복건성
연수내용: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지식재산권과 자주창조
기업특허관리와 보호
기업상표전략 등
⑭

전국 농업 지식재산권 보호실무 연수반

연수대상: 전국 농업부문 관련 기업 연구원, 지식재산권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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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8월
장소: 호남성 농과원
연수내용:
농업지식재산권 감정
식물신품종신청
식물신품종의 국제보호
식물신품종 사법사례해석
⑮

자동차 산업 지식재산권보호 전문연수반

연수대상: 전국 자동차 산업 기업 연구원,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9월
장소: 호북성
연수내용:
디자인권 침해판단표준
자동차 부문 특허정보 예상분석 및 위험회피
자동차 업계 특허기술분포 및 발전추세
특허권침해소송대응 및 위험회피기술
⑯

지식재산권 자산감정과 질권 자금유통 전문 연수반

연수대상: 전국 관련기업 연구원, 지식재산관리원, 각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기구, 관련협
회 담당자
시기: 9월
장소: 복건성
연수내용:
기술계약중의 지식재산권문제
지식재산권감정
지식재산권을 저당한 자금융통
⑰

전국세라믹 지식재산권 고급관리원 연속 연수반 (제4기)

연수대상: 전국세라믹 관련기업 연구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원
시기: 10월
장소: 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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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
기업특허전략제정기술
특허발굴과 기술공개서의 작성
지식재산권 허가증무역
기업지식재산권관리와 전략
기업지식재산권 저당과 자금융통실무
석사생 연수 - 민상법 전공 석사생과정 연수반
연수대상: 지식재산권계 업무 인재
시기: 2012년 9월 - 2014년 3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민법총론
채권법론
물권법론
지식재산권법
공사법
증권법
금융법
계약법
법리학
중국법제사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WTO와 지식재산권 국제보호 등
11)

12)

①

220)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기구 연수

221)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기초반 (인터넷 과정)

220)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31cee70018>
221)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contentindex&id=8a8181bf20d172200120d608dc1d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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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준비생
시기: 3월 - 10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부다페스트조약 및 식물신품종보호조약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및 국가지식재산권국 집적회로배치설계 규정
지식재산권 국경보호조례
부정경쟁방지법
국가배상법
특허대리조례 및 최고인민법원 특허사법해석 및 권리침해 형사사례 사법해석
특허신청의 복심
②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특허법률 지식시험전 연수반(주말반)

연수대상: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준비생
시기: 4월 - 5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지식재산권 기초지식
특허대리조례 및 관련규정
특허신청문헌 및 특허신청의 비준절차
특허권 수여의 실체요건
특허신청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특허권의 실시와 보호
최고인민법원 특허의 사법해석
특허문헌과 특허분류
특허관련 국제조약과 국제협약
③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관련 법률지식고사 전 연수반 (주말반)

연수대상: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준비생
시기: 5월 - 6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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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계약법
저작권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및 국가지식산권국 행정복의규정 등
④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변리사실무고사 전 연수반 (주말반)

연수대상: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준비생
시기: 6월 - 7월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특허신청문헌 및 비준절차중 의견진술서의 작성
전자영역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화학영역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무효선고청구서, 무효선구청구에 대한 의견진술의 작성 및 무효절차중 청구범위의 정정
⑤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연수강화반 (8기)

연수대상: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준비생
시기: 6월 - 9월
장소: 산동성, 흑룡강성, 사천성, 운남성, 총칭시, 온주시, 안휘성, 심천시
연수내용:
특허대리조례 및 관련규정
특허신청문헌 및 특허신정의 비준절차
특허권수여의 실체요건
특허신청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특허권의 실시와 보호
최고인민법원 특허의 사법해석
특허문헌과 특허분류
특허관련 국제조약과 국제협약
민법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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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계약법
저작권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및 국가지식산권국 행정복의규정
특허신청문헌 및 비준절차중 의견진술서의 작성
전자부문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화학부문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등
⑥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전 정리반

연수대상: 전국 변리사자격고시 준비생
시기: 9월
장소: 북경시
연수내용: 특허신청문헌의 작성 등
⑦

변리사 실무기능 제고 연수반 (10기)

연수대상: 계속교육연수 변리사
시기: 미정
장소: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
연수내용:
발명 및 실용신안 청구범위작성
발명 및 실용신안 상세한 설명 요약서 작성
의견제출통지서의 답신과 출원문서의 보정
무효선고청구서 및 무효선고청구의 의견진술서 작성 등
가 개방하는 연수
IP5 심사관을 대상으로 영어로 하는 연수와 SIPO 신입심사관과 함께 받는 연수가 있다.
IP5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13)

SIPO

의 Chinese Patent System Training Course

① S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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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을 대상으로 2주간 연수를 실시한다. 프로그램 중 일부에서는 SIPO 신입심사관
과 함께 받는 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SIPO의 연수는 이전에는 다수를 대상
으로 하는 강좌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소수의 그룹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SIPO의 신
입심사관에 대한 교육도 실제로 참관하면서 SIPO의 심사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장
점이다. 다만 모든 연수가 중국어로 진행되므로 언어적인 면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특
징이다. SIPO의 조직, 개황, 심사 각 단계(검색, 각종 특허요건, PCT 관련업무, 심사관 개요
등)에 대해 배운다.
IP5

② Seminar on the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2011

심사관을 대상으로 일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연수로서 2011년에 새롭게 개설되었다.
중국의 역사, 경제, 법체계, 지식재산제도, 저작권법개요 등을 배운다. 또한 SIPO의 조직, 개
황, 심사 각 단계(예비심사, 실체심사), 발명성립성, 신규성, 진보성의 개요 등에 대해 배운
다. SIPO와 법원의 견학도 한다.
IP5

(2) 각 지방의 지식재산 권 국

중국은 각각의 지방마다 별도의 지식재산권국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지방의 지식
재산권국의 역할은 당해 행정구역의 특허관리업무를 책임지는 것이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법적 구제절차 이외에 강력한 행정적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
다.
중국 특허법 제60조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를 실시함으로써 특허
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업무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업무관리부문이 처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
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적 구제란 행정보호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아닌 특허업무관리부문에서 침해의 성립여
부를 판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84년 중국 특허법 제정시 각 법원의 특허제도에 대한 역량 및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를 병행하는 쌍괘제를 채택하였다.
한편 중국 특허법 제3조에 따르면, “국무원특허행정부문(国务院专利行政部门)은 전국의 특
허업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특허출원의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법에 따라 특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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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은 자기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
리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특허출원과 심사 및 특허권의 수여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해당하는 국가 지식
재산권국이 담당하나, 특허권의 행정적 구제는 각급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국이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산하에 국가급 교육양성기관인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
이닝 센터(CIPTC)가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각각의 성마다 자체적인 지식재산인재양성기관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강사진은 대부분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이나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
(CIPTC)에서 파견되어서 교육이 진행된다.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교육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각 지방 정부의 지식재산권국이 각각의 특색에 맞추
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구제를 실현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교육을 실시하면
서도 또한 해당 지역에 특색이 있는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 지재인재육성정책의 성과예

특허심사에 관한 통계에 주목하여 지재인재육성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1) 심사관수 증 원

앞에서 살핀 충원 계획대로 중국은 매년 심사관을 증원하여 이미 일본이나 유럽 특허청
의 심사관수를 넘어섰다. 2015년 9000명을 넘어서면 미국과 1,2위를 다투게 된다. 심사관
중 SIPO본국의 심사관수는 2006년 1500여명, 2010년 2000여명이고, 그밖에는 대부분
SIPO 특허국 직속단위인「특허심사협력센터」에 채용된 심사관이다.
222)

(2) 심사 처 리 건 수 증 가

심사관을 증원한 결과 년간 처리건수도 급증했고 출원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
사기간은 단축되었다. 심사대기기간은 평균 12.5개월로 일본보다도 처리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다. 중국의 지재인재육성정책은 우선 수(数)에 충실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이다.
그러나 내용이나 심사의 질(質)이 낮다면 적절한 지재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23)

224)

바. 시사점

222) 2010年国家知識産権局年報 第四章, 46頁.
223) 2010年国家知識産権局年報 第四章, 46頁.
224)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による競争力強化・国際標準化専門調査会（第8回）資料1, 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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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지식재산산 권 국( S IPO)의 인재육성

지재인재육성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사관증원, 연수체제의 정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심사지연이 대폭 개선되었다.
중국의 심사관 육성실태는 강사와 연수생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강사육성을 중시하는 특
징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재에 대한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향상을 꾀하고 있
다.
다만 단기간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
고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즉 양적인 면에서는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숙련된 인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규심사관을 대량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것을 어
떻게 메울지도 문제이다. 지역차(입지가 다른 심사부문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
원의 교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재개발의 필요성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국법에 대한 교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의 통일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법령들은 조금씩 상이
하고 특히 구체적인 심사지침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외국법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사관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식재산권 트레이닝
센터(CIPTC)의 교육교재 편찬사업을 참조할 만하다.
225)

(3) 외국법령 번 역사업

심사관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심
사관이 해당 외국법령을 원문으로 읽고 이해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IP5에
속하는 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 특허법과 심사기준의 경우는 발명진흥회가 ｢중국전리심사지침｣이라는 내용
의 책자로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번역본은 중국의 3차 개정 특허법인 2008년법을 기준
으로 번역된 것인데 중국은 현재 특허법 4차 개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정이 잦은 지식재산권법의 특성상 외국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후속
작업을 수행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25) <http://www.ciptc.org.cn/news.do?method=bookIndex&columno=00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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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재 양 성을 통한 지식 생태 계 구축

중국 지식재산권업계에서도 최근의 급격한 출원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알맹이가 없는
출원은 경제효과도 생기지 않고, 선행기술조사부담, 중국에서는 쓸데없는 보조금부담도 발
생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특허출원의 양적증가가 아니라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
기 시작했다. 지재보호제도에 대해 특허법개정, PPH의 시행, IP5 조직의 강화 등, 특히 SIPO
가 담당하는 권리취득부분은 착실히 진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권리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설령 경제가 위기를 맞더라고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
가는 초석이 된다. 인재육성은 중국 지재보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에 틀림없다. 이는 우
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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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특 · 실 심사관 “직무능력” 평가표(안)

이러한 특실 심사관 외부 평가표(안)을 기초로 심사관에 대한 평가항목 중에서 “직무능
력”에 국한하여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평가일

특ㆍ실 심사관 직무능력 평가표

평가대상 소속
이름
항 목

문

평가자

항

년 월 일
평

가

①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기초로 한 출원발명에 대한 이해
기술적 ② 출원발명 분야 선행기술 주지관용기술 포함 이해도
이해도 ③ 선행기술 검색 능력
④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기술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
⑤ 가장 중요한 영어 능력
외국어
⑥ 보통 중요한 중국어 또는 일본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능력
외국 외국어
의사소통 어
능력
⑦ 특별한 경우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중요한 외국어 외국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능력
외국어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를
⑧ 소통능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⑨ 국내 법령 및 심사기준 이해도
⑩ 국제조약 이해도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법령과 외국 ⑪ 가장 중요 미국
유럽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절차의 지식
일본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이해
재산 ⑫ 보통 중요 중국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법 ⑬ 특별한 경우 기타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아랍에
중요
미리트 등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 각 문항 당 평가는
등 개로 평가
○ 는 평가문항 내용에 적극 부합하여 업무수행이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되는 경우 는
평가문항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여 업무수행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는 평
가문항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업무수행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는
평가
평가문항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경
구분
우 는 평가문항 내용에 매우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이 극히 부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 로 평가하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사유 기재요망
○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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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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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심사에 관련된 기술분야의 실무지식 또는 관행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나 이해하려고 노력
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227) 선행기술에는 심사대상 출원발명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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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적 이해도

앞에 제시한 “특·실 심사관 직무능력 평가표”는 첫 번째로 심사관이 자신이 담당하
고 있는 출원발명 기술 분야의 기술적 이해도를 평가한다. 즉,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여 출원발명을 이해하고, 출원발명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을 이해하여 출원발명과 기술적
관련성이 가장 높은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기술적 관련성을 분석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나. 의사소통 능력

심사관의 직무능력 중 두 번째로 제시된 의사소통 능력은 국제적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과 외국어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이므로 가장 중요한 언어로서 모든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기본적·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본어는 일본의 지식재산제도가 우리나
228) 심사관의 경우 제시하는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의 기술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관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의 근접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29) 청구항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출원인의 의견 및 진술을 경청하는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
해 심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230) 영어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 공용어이므로 가장 중요한 언어로 평가할 수 있다.
231)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련성이 매우 깊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제도가 우리나라의 것과 극히 유사하
기 때문에 일본어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영어보다는 보편적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보통 정
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고 향후 지식재산제도에 있어서의 교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어는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2)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능력 평가 또는 러시아 같은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제도 관
련 협상능력 평가에 있어서 이 항목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233) 국내외 법령과 절차에 대한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는 논리적이고 충
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234) 파리협약, WTO, TRIPs, 부다페스트조약,
심사와 관련된 조약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PCT

등 평가 당시에 유효한 국제조약을 제시한다. 국제조약은

235) 미국 지식재산법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중요도를 높게 보아야 할 것이다.
236) 한-EU FTA의 체결로 인하여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유럽의회가 2012년 11
월 통합특허(Unitary Patent)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식재산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
다.
237) 일본 지식재산법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238)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이지만 지식재산법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239) 이 항목은 아랍에미리트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능력 평가 또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협상능력 평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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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극히 유사하고 경제적 관련성도 매우 깊으므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높으나 영어보다
는 보편적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중국어는 중국 지식재산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치
는 영향력이 미국·일본보다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고
향후 지식재산제도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어와 유사한 정도로 중요한 언
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외국어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아랍에미
리트 특허출원 심사 또는 러시아와의 지식재산권 협상 등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
아질 것이다.
다. 법령과 절 차의 이해

심사관의 직무능력 중 세 번째로 제시된 법령과 절차의 이해는 국제적 심사업무 수행에
기초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법령과 절차의 이해”라는 평가요소는 국내 지식재산법령
과 심사기준은 물론 국제조약,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법령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미국 지식재산법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중요도를 가장 높게 보아야 할 것
이다. 유럽 지식재산법은 한-EU FTA의 체결로 인하여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유럽의회가 2012년 11월 통합특허(Unitary Patent)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식재산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일본 지식재산법은 우리나라와 매
우 유사하여 실제 사례에의 적용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이지만 지식재산
법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 유럽, 일
본보다 중요성을 낮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타 국가 즉,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지식재산법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특허출원 심사 또는 러시아와의 지식재산권 협상 등)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심사관 직무성실성 평가표”에 공정성 및 친절성 등의 ‘태도’라고 하는
평가요소를 포함하여 “국문 특·실 심사관 종합평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종합 평가표는 ‘외부평가’는 물론 ‘자체평가’ 혹은 ‘자기진단’ 지표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평가가 자체평가나 자기진단보다 훨씬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240)

240) 단, 외부평가용 지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변에 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일부
답변의 경우에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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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ㆍ실 심사관 국제화 역량 종 합평가표 (안)

평가일

특ㆍ실 심사관 종합 평가표

년 월 일
평가자

평가대상 소속
이름
항 목

문

항

평

문화나 언어의 차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 등에 따
공 정 ①라국적이나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
품 위 ② 국적이나 문화나 언어의 차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
와
하고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심사에 관련한 내용을 충
친 절 실하게 설명한다
③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기초로 한 출원발명에 대한 이해
기술적 ④ 출원발명 분야의 선행기술 이해
이해 ⑤ 선행기술 검색 능력
⑥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기술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
⑦ 가장 중요한 영어 능력
외국어
외 ⑧ 보통 중요한 중국어 또는 일본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능력
외국어
의사소 국
통 어 ⑨ 특별한 경우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능력
중요한 외국 외국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능력
어
외국어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
⑩ 일반 소통능력 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⑪ 국내 법령 및 심사기준 이해도
⑫ 국제조약 이해도
⑬ 미국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법령 외
절차 국 가장 중요
⑭ 유럽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이해 지
⑮ 일본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식
재
산 보통 중요
⑯ 중국 지식재산법
법 특별한 경우 중 ⑰ 기타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아랍
요
에미리트 등 지식재산법 및 심사기준
만약 다른 출원에 관하여 심사를 할 심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위
총평 ⑱ 심사관에게
심사 받기를 원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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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의견

○ 각 문항 당 평가는
등 개로 평가
○ 는 평가문항 내용에 적극 부합하여 업무수행이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되는 경우 는
평가문항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여 업무수행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는 평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업무수행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는
평가 가문항
평가문항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경
구분 우 는 평가문항
내용에 매우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이 극히 부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 로 평가하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사유 기재요망
○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 가능
A

B C

D

E

5

A

, B

,

C

,

,

E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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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특·실 심사관 국제화 종합평가표(안)”은 “심사관 직무능력 평가표(안)”에 공정성 및
친절성 등의 “태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특·실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 평가표에 의하면 심사관이 언어, 문화, 외관 등이 다른 특허행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공정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진단은 고객만족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연결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 과정의 태도에 관하여 그 과정에 직접 접할 수 있었던 서비스 이용자에 의
해 진단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앞에 제시한 “특·실 심사관 국제화 종합평가표(안)”은
국제화 역량 진단에 요구되는 이러한 요소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국제화와 특히 관련성이 깊은 구성요소 중에서 외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및 외국문
화의 이해도는 외국에 출원된 발명의 심사 대행 업무 또는 PCT 출원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한 심사관에 대하여 외국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 등에게 작성을 부탁할 외국어 버전의
심사관평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표의 외국어 버전을 가정할 경우
사실상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외국 문화의 이해도를 진
단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자기 성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심사관은 어느 문항에 대하여 부정적 답
변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능력의 부
족 때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히 분류 가공된 결과를 받을 경우 역시 심사관
은 이 둘 중 어느 것이 본인의 문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심사관의 자율적 자기교정 능
력을 신뢰하는 한, 자신의 미비점을 알게 된 심사관은 외국어 작문 교과목을 수강하든, 논
리학 서적을 스스로 탐독하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대면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 요소를 분리하여 살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비대면상황에서 문자언어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언어 자체의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를 재구성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게 된다.
“

중요성
매우 중요
다소 중요

구분

독해 및 작문

회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특별한 경우에 중요 기타 국제출원 및 국제공개 언어 기타 국제출원 및 국제공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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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기술 이해 수준의 국제화이다. 그런
데 어차피 국내 출원에서도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자료는
국제주의에 따라 수집되고 판단되므로 “기술적 이해”에 대한 자료 작성자의 답변을 통해
해당 역량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다.
한편 통상의 국내 출원에 대하여도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 신규성 및 진보성의 측면에
서 국제주의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특허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의 발전에 있는
한 최소 (협의의) 공지ㆍ공용기술 여부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구법 하에서의 국내주의 적용
취지를 어느 정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외국 출원 발명의 심사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래 발명이 특허출원된 국가의 현
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그 나라의 특허법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 기술의 판단과 관련하여 국내주의를 선언하
고 있을 경우 등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상황에서 작성된 자료를 별도
로 취합하여 가공해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자료 분류방식을 나타내고 있
다.
기술수준 기준
국내
국제
구분
국내출원
○
◎
241)

국제출원

-

○

외국출원

○

△

와 ◎는 동일 구분 하에 있는 경우 상대적 중요도를, △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중요도를 표시함)

(○

국제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조약 등 국제법규 및 다른 나라의 개
별법령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는 바, 앞에 제시한 평가표(안)의 “법령과 절차”에는 조약과
외국법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단 결과로부터 연수원 또는 심사관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를 쉽
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려면 결과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평가표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241) 한때 특허법은, 공지 또는 공연실시 기술을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심사상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목
적 이외에도,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아니한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한 자에게 일정 기간의 독
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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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된다. 다음의 표에서 이러한 분류의 기준을 제안한다.
고려할 법규

다자조약

양자조약

개별 외국법령

-

-

-

외국인의 국내출원

○

○

-

내국인의 국제출원

○

-

-

외국인의 국제출원

○

○

-

외국인의 외국출원

△

△

○

구분
내국인의 국내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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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 변경표(안)

아래에는 특허청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도 교육훈련계
획 변경표(안)”에 첫째로, 기존의 25개 교육과정에 기본지식의 배양 및 서비스 태
도의 개선 등을 위한 신규 교과목을 제안하고, 둘째로 특허청의 국제화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서 총 4개 영역의 35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42)

□

교육과정 세부계획(집합교육)

구
분

과정명

교육대상

개 과정
4개 과정

177

공
무
원

기 신규심사관
본 중견심사관
과
정 심판소송제도
심판관

특허청
신규임용예정자(5급
이상 및심사관
5급 승진후보자)
특허청 5급경력 2년 이상자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자 4급, 5급
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개 과정
12개 과정
특허심사사례 연구(기초)
특허심사사례 연구(심화)
상표심사사례 연구
디자인심사사례 연구
심사지도
심결판례연구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자 4급, 5
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173

전
문 심
과 사
정 실
무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
관
특허청 특ㆍ실 심사관

242) 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지식재산권법 교육과정, ②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동지역 특
허/상표/디자인 심사교육과정, ③ 국제지식재산권 전문가 과정, ④ WIPO 및 OHIM 지식재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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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실무자
선행기술조사
PCT심사(기초)
PCT심사(심화)
마드리드 출원
16

법
률
과
정

특
허
행
정
⁀

직
무
‿

개 과정

특허법(이론)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상표법(이론)
상표법(쟁점과 사례)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디자인보호법(이론)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민법의 이해
특허민법
민사소송법(이론)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저작권법의 이해
16개 과정
신지식재산권
외국의 지재권제도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지재권 기술 사업화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
홍보기획 역량향상
고객만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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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급 이후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신규 및 전입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특허청 공무원

국
제
화
과
정

특허청 공무원
문서작성능력 향상
특허청 공무원
올바른 공문서 작성
특허청 공무원
소셜네트워크
특허청 공무원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특허청 공무원
동영상 제작과 활용
특허청 공무원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엑셀(초급)
특허청 공무원
엑셀(중급)
특허청 공무원
한글(중급)
63개 과정
기
술 심사관 신기술 교육
특허청 심사관
66개 과정
특허청 직원
자체 어학과정(11개 과정)
특허청 심사관
심사관 해외훈련(20개 과정)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 교육과정
특허청 심사관
1. 미국지식재산권과정
특허청 심사관
2. 유럽지식재산권과정
특허청 심사관
3. 중국지식재산권과정
특허청 심사관
4. 일본지식재산권과정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동지역의 특허심사 교육과정
특허청 심사관
5. 미국특허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6. 유럽특허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7. 중국특허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8. 일본특허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아랍에미리트특허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중동지역특허심사과정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상표심사 교육과정
특허청 심사관
미국상표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유럽상표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중국상표심사과정
9.

10.

,

,

,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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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
일본상표심사과정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디자인 심사 교육과정
특허청 심사관
미국디자인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유럽디자인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중국디자인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일본디자인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디자인심사과정
국제 지식재산권 전문가 교육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특허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상표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디자인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특허분류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상표분류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디자인분류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미국특허소송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유럽특허소송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지식재산국제협상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국제프레젠테이션과정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30. 국제브랜드창출과정
WIPO 및 OHIM 지식재산교육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특허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지식재산정책전문가과정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국제브랜드창출과정
특허청 심사관
국제상표심사과정
특허청 심사관
OHIM 유럽상표심사과정
14.

,

,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7.

,

28.

,

29.

,
,

31. WIPO

32. WIPO

,

33. WIPO

,

34. WIPO

35.

위 교육과정 각각에 대한 개별 교육과정은 <첨부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국
제화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교과목 결정의 원칙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4년도 교육훈
련계획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음영 처리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이 교육과정은 2015년 교육과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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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선진
국의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들 지식재산 선진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지식재산 양자회의, 다자회의 등)의 수행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국제적 특허·상표·디자인 전문가교육과정은 권리별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라고 하여 전 세계의 지식재산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를 양
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IP5를 중심으로 하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나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비스이용자를 대하는 태도의 개선, 커뮤니케이션 능력, 국제규범을 포함한 법규 이해도
제고 등 일반적으로 국제화 역량의 요소라고 받아들여지는 점들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였다. 특허의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 형
성에 중점을 두었고,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의 고유한 특성 및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교과목
제시에 주력하였으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히 시장의 관행과 동향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교과목에 반영하였다. 국제화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개별 교육과정은 <첨부
2>에 제시하였다.
국제화 역량은 다른 것도 포용하는 태도, 기술적 이해력, 의사소통능력, 법규이해도 등의
종합적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태도 부분”과 “언어 이외의 의사소통능력 부
분”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 향후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
수원은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시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
다.
4. 기대 효 과

본 연구에 의하여 심사관의 국제화 역량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비용 절감 및 기업 경쟁력
극대화를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창출될 것이 기대된다. 특허 행정 등 공적 부
문에서는 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기업 활동 등 사적 부문에서는 더 나
은 특허행정서비스의 활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리스크를 제
거하여 잠재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한 심사관 역량의 진단을 통해 심사관 재교육과 해외훈련 대상자 “선발” 등
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 최초의 WIPO 지정 공식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과학적·체계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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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방안

본 연구는 심사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로 거의 최초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담으려 노력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를 활용하게 된다면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사전적으로 제시 가능한 “교과목” 제안에 주력하면서 여기에 제안된 교과목
이 협의의 교육과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분야별 심사관의 국제적 심사 및 IP 정책업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설
계·운영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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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신규심사관 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하게 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관으로서의 기본
소양, 법률지식 및 심사에 필요한 검색기법, 심사사례 및 심사지침을 학습
함으로써 초임심사관으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예정자(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승진 후보자)
교과목
□ 이론교육(행정ㆍ기술 공통교육)
ㆍ 등록 및 입교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정부조직 체계 및 특허청 업무 소개
ㆍ 인사 및 복지제도
ㆍ 공직자의 기본자세
ㆍ 특허고객 서비스 제도 안내
ㆍ 언론보도의 이해
ㆍ 지식재산의 이해
ㆍ 지식재산기본법과 정책과제
교육내용 ㆍ 공무원 행동강령
ㆍ 출원 방식심사의 이해
(교과목)
ㆍ 등록 방식심사의 이해
ㆍ 체육활동(팀워크 게임 및 소통)
ㆍ 안보교육
ㆍ 특허 및 상표 심판제도의 이해
ㆍ 특허 및 상표 소송제도의 이해
ㆍ 지식재산의 국제 동향
ㆍ 민법총칙
ㆍ 행정법
ㆍ 민사소송법
ㆍ 명사특강
ㆍ 특허법
ㆍ 교양강좌(행복한 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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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ㆍ 상표법
ㆍ 산업시찰 및 정책현장학습
ㆍ 원장특강
ㆍ 분야별 간담회
ㆍ 평가
ㆍ 특허법/상표법(사이버)
ㆍ 설문 및 수료
□ 심사관 직무전문(행정분야)
ㆍ 디자인보호법의 동향 및 정책방향
ㆍ 디자인 분류체계 및 분류심사
ㆍ 디자인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ㆍ 헤이그 협정의 이해
ㆍ 디자인 심사실무 및 사례
ㆍ 디자인 도면의 이해와 도해
ㆍ 디자인 중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ㆍ 상표심사 기준
ㆍ 상표분류 및 심사
ㆍ 상표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ㆍ 상표 심사실무 및 사례(6조) 및 도형의 식별력 기준
ㆍ 상표심사 정책의 방향 및 동향
ㆍ 상표 심사실무 및 사례
ㆍ 상표 중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ㆍ 심사평가 기준
ㆍ 특유(소리, 냄새 등) 상표제도의 이해
ㆍ 국제상표제도
□ 심사관 역할실습(기술분야)
ㆍ 융복합 기술의 이해
ㆍ IPC 분류
ㆍ 심사지침서
ㆍ PCT 총론
ㆍ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이해와 해석
ㆍ 외국특허 및 비특허 문헌 검색
ㆍ

- 376 -

선행기술 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ㆍ 신규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ㆍ 분야별 검색실습
ㆍ 진보성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ㆍ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실무 및 사례
ㆍ 심사평가 기준
ㆍ 명세서 기재불비 심사 및 실무
ㆍ 정정보정에 관한 실사실무 및 사례
ㆍ 중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ㆍ 통지서 작성요령
ㆍ

□

중견심사관 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일정기간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심사관을 대상으로 권리 및 기술 분야별
로 최근의 심사·심판사례에 대한 연구·분석과 개정된 법규정과 관련한
심사 실무 교육을 통하여 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
특허청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또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 1
년 이상 근무
교과목
□ 이론교육(행정ㆍ기술 공통교육)
ㆍ 등록 및 입교
ㆍ 지식재산기본법의 이해와 전략
ㆍ 저작권 일반 및 침해사례
ㆍ 지재권 국제동향
ㆍ 지재권 관련 조약의 해석 및 이해
교육내용 ㆍ 행정법
(교과목) ㆍ 민사소송법
ㆍ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안보교육
ㆍ 교양강좌(고객만족 향상)
ㆍ 검색시스템 실습 및 비특허문헌 검색 실습
ㆍ 평가
ㆍ 설문조사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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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교육(행정)
ㆍ 상표권 분쟁과 부경법과의 관계
ㆍ 상표 심결판례 분석 및 토의
ㆍ 심사평가 사례
ㆍ 국제상표 제도
ㆍ 헤이그 협정의 이해
ㆍ 디자인 심결판계 분석 및 토의
ㆍ 디자인 보호법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 분야별 전문교육(기술)
ㆍ 명세서 기재불비 판단 및 청구범위 해석
ㆍ 심결판례 분석 및 토의(기술분야별)
ㆍ 심사평가 사례
ㆍ 특허법의 주요이슈 및 분쟁사례
ㆍ 의견제출통지서 분석 및 토의(기술분야별)
ㆍ 융복합 기술 심사 사례
ㆍ PCT 심사사례 및 새로운 제도의 이해
ㆍ PCT 심사평가 기준 및 사례
□

□

심판소송제도 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일정기간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심사관을 대상으로 심판 및 소송제도 전
반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심사 · 심판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화과정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특허청 4급 공무원, 또는 동 과정을 이수한 특허
청 5급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교과목
ㆍ 등록 및 입교
ㆍ 행정절차법
교육내용 ㆍ 심판제도 및 절차
(교과목) ㆍ 심판처리 및 구술심리 실무
ㆍ 심판판례 분석 및 토의(Ⅰ)
ㆍ 심판판례 분석 및 토의(Ⅱ)
ㆍ 교양 강좌(창조경제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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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실무 및 사례
ㆍ 정부 3.0의 이해
ㆍ 민사소송법
ㆍ 특허소송 제도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동향
ㆍ 설문 및 수료
ㆍ

□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 기초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심사평가에서 지적되는 사례를 법조항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초임심사관의 기초적 역량강화 및 심사품질 향상
을 위한 교육과정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교과목
ㆍ 등록 및 입교
ㆍ 신규성 심사사례
ㆍ 명세서 기재요건 심사사례
ㆍ 성원 및 확대된 선원 관련 심사사례
교육내용 ㆍ 진보성 심사사례
(교과목)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심사평가 사례
ㆍ 정정보정에 관한 사례
ㆍ 면담 및 적정 보정안 제시 사례
ㆍ 선행기술 검색전략 및 외국문헌별 검색방법
ㆍ 설문조사 및 수료
□

특허심사사례 연구 과정 심화
(

)

교육목표 경력심사관에게 특허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재
및 교육함으로써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대상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교과목
교육내용
(교과목) ㆍ 등록 및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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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의 이해
ㆍ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사례
ㆍ 특실심사 쟁점사례
ㆍ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흠결사례
ㆍ 정정, 보정 관련 판단 흠결사례
ㆍ 면담 및 적정 보정안 제시 사례
ㆍ 분야별(STN,표준문서)인터넷 검색방법 실습
ㆍ 심사평가 사례
ㆍ 설문 및 수료
ㆍ

□

심사지도과정

특허청 책임심사관을 대상으로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 능력
제고를 통하여 심사지도 및 강의 방법을 습득하고 심사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통된 심사기준 정립, 심사지원 및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
한 교육과정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교과목
□ 행정
ㆍ 등록 및 입교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자주 실수하는 심사사례 유형
ㆍ 신규심사관이 지적받는 심사평가 사례
ㆍ 상표 및 디자인 심사기준
교육내용 ㆍ 교육의 이해
(교과목) ㆍ 교육방법론
ㆍ 교양강좌(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언론대응 노하우)
ㆍ 설문 및 수료
□ 기술
ㆍ 등록 및 입교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자주 실수하는 심사사례 유형
ㆍ 신규심사관이 지적받는 심사평가 사례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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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기준
ㆍ 교육의 이해
ㆍ 교육방법론
ㆍ 교양강좌(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언론대응 노하우)
ㆍ 설문 및 수료
ㆍ

□

심결판례 연구 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최근 심결·판례에 대한 연구·토론을 통하여 관련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고품질의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
기 위한 교육과정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교과목
ㆍ 등록 및 입교
ㆍ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ㆍ 심판 일반
ㆍ 심결 취소소송 절차의 이해
교육내용 ㆍ 등록무효소송의 이해
(교과목) ㆍ 심결 판례 사례(상표)
ㆍ 심결 판례 사례(디자인)
ㆍ 심결 판례 사례(특허 및 실용신안)
ㆍ 교양강좌(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융합방법)
ㆍ 정부 3.0의 이해
ㆍ 설문 및 수료
□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과정

교육목표 특ㆍ실 심사ㆍ심판관을 대상으로 청구범위에 대한 해석요령 및 사례 등을
및 집중 학습함으로써 심사 · 심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특ㆍ실 심사관
교과목
교육내용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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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통상의 기술자 수준 결정 사례 소개
∙ 청구범위 해석사례 소개(무효 및 심결취소소송)
∙ 청구범위 해석사례 소개(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범위 해석사례 소개
∙ 설문 및 수료
∙

□

선행기술조사 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요원과 초임심사관을 대상으로 특실검색방법, IPC분
류, 청구 범위해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선행기술 검색 및 조사보고
서 작성 등을 교육함으로써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 IPC 분류의 이해
∙ 청구범위 해석
교육내용 ∙ 선행기술 검색 및 검색시스템 사용요령
(교과목) ∙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
∙ 정부 3.0의 이해
∙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 판단
∙ 선행기술조사 실습
∙ 설문 및 수료
□

PCT

심사 기초 과정
(

)

교육목표 신규 PCT심사관 및 PCT심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PCT심사를 위한 기본역
및 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교과목) ∙ PCT 국제출원 총론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매뉴얼(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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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매뉴얼(Ⅱ)
∙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 검색
∙ PCT 영문견해서 작성요령 및 사례
∙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습
∙ PCT 심사평가 기준 및 사례
∙ 설문 및 수료
∙ PCT

□

PCT

심사 심화 과정
(

)

교육목표 경력 PCT 심사관을 대상으로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영문견해서의 작성
및 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교육내용 ∙ PCT 국제출원 사례
(교과목) ∙ PCT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 실무
∙ PCT 심사평가 사례
∙ 설문 및 수료
□

특허법 이론 과정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요건, 특허출원, 특허심사, 특허소송 등에 대해 학습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법 중 기본법인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
기 위한 교육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교육내용 ▪ 특허와 경제
▪ 특허법
(교과목)
∙ 특허제도의 이해
∙ 특허출원 및 특허요건
∙ 국내외 판례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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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및 침해
∙ 특허심판 및 소송
∙ 최근 주요국의 특허동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법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
으로 각 조문별 또는 논점별로 심결 · 판례 등의 핵심사항 및 사안별 쟁
점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교육내용 ∙ 특허법 전반에 대한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
(교과목) ∙ 정부 3.0의 이해
∙ 심결 또는 판결의 사회 경제적 영향 사례
∙ 설문 및 수료
□

상표법 이론 과정
(

)

교육목표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등록 요건, 심사, 심판 및 소송 등에 대해 학습함으
및 로써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교육내용 ▪ 상표법
∙ 상표제도의 이해
(교과목)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 상표의 동일, 동일성 및 유사
∙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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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반조건
∙ 조문별 이해 및 사례
∙ 상표권 효력제한
∙ 상표권 침해 및 분쟁사례
∙ 심판 및 소송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

상표법 쟁점과 사례 과정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상표법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
으로 각 조문별 또는 논점별로 심결 · 판례 등의 핵심사항 및 사안별 쟁
점사항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교육내용 ∙ 상표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질서
(교과목)
∙ 상표법 전반의 사안별 쟁점/사례 강의 · 토의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디자인보호법 이론 과정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디자인보호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이론적 토대형성을 위해 다양
한 형태의 실무사례에 대한 복합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을 제공하여 디자인
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마련된 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 디자인보호법
(교과목)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및 체계
∙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특유디자인의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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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디자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디자인의 유사판단 및 등록요건의 검토
∙ 심판 등 분쟁절차 및 권리침해시 조치사항
∙ 디자인 관리 전략
∙ 분쟁사례 및 최근의 동향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 과정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디자인보호법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조문별 또는 논점별로 심결 · 판례 등의 핵심사항 및 사안별
쟁점사항을 학습하는 교육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교육내용 ∙ 디자인 시장의 동향
(교과목)
∙ 디자인보호법 쟁점과 사례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민법의 이해

교육목표 심사 ·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심사 · 심판관의 법률적 마인드 강화 및 전
및 문성 제고를 위한 기본법률 교육과정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 민법
(교과목)
∙ 민법일반
∙ 권리, 권리의 주체 및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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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대리
∙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 채권의 목적
∙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 친족ㆍ상속법 일반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

산업재산권법과 민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

산업재산권법과 재산법으로서 민법과의 상호관계(규정 ‧ 적용 ‧ 해석 등)의
이해를 통해 법률적 마인드 강화 및 전문성 제고
2014. 5. 19. ~ 2014. 5. 21.

특허청 공무원
3일(교육시간 : 21시간)
40명

시간
계 이론 실습 기타

교과목
소계

등록 및 입교
▪ 산업재산권법과 민법
교육내용 ∙ 민법일반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교과목)
∙ 권리의 변동
∙ 기간 등
∙ 채권의 목적
∙ 물권법 및 채권법 일반 등
∙ 권리이전 및 실시권 설정 계약
▪ 정부 3.0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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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8

1
18

-

3
1

18

1

1

1

1

▪

□

설문 및 수료

민사소송법 이론 과정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 소송의 종류, 당사자 확정 등으로 세
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심사 ·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소
송관련 법률적 소양을 함양키 위한 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 민사소송법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변경
∙ 당사자 능력, 행위 능력
∙ 민사증거법
교육내용 ∙ 채권자 대위소송
∙ 소송상 상계항변
(교과목)
∙ 병합소송
∙ 다수당사자소송
∙ 소송의 종료
∙ 확정판결의 효력
∙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 과정
(

)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민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자를 대상으로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 소송의 종류, 당사자 확정 등의 주요쟁점과 사례를
학습하는 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교육내용
∙ 등록 및 입교
(교과목)
∙ 실체적 진실이의발견 v. 소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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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쟁점과 사례
∙ 정부 3.0의 이해
∙ 설문 및 수료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타인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인 부정경쟁행위와 타
인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 법적 개념 및 의의
∙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분쟁사례 및 법적 구제 등
▪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법적 개념 및 의의
교육내용 ∙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교과목)
∙ 기술유출 유형
∙ 영업비밀의 가치 평가
∙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법적 책임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의 이해
∙ 법적 개념 및 의의
∙ 보호대상기술의 성립 요건
∙ 법 위반의 유형
∙ 구제 및 지원의 내용 및 절차
▪ 설문 및 수료
□

저작권법의 이해

교육목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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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 제도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
과정설명 한 교육과정
교육대상 특허청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 저작권 제도의 이해
∙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물 및 저작자 개념
교육내용 ∙ 저작권의 발생
(교과목)
∙ 저작권의 지분권과 침해가 될 수 없는 행위
∙ 저작권의 제한
∙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 보호
∙ 저작권의 신탁관리
∙ 저작권 등의 침해와 구제
▪ 설문 및 수료

□

신지식재산권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지식재산권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최근 중시되고 있는 캐릭터, 인터넷, 유전자원 등과 관련한 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과정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교과목
∙ 등록 및 입교
∙ 신지식재산권의 이해
교육내용 ∙ 캐릭터와 지식재산권
∙ 식물 신품종과 특허
(교과목)
∙ 영업비밀보호법
∙ 유전자원의 이해
∙ 기타 신지식재산의 법적 보호
∙ 설문 및 수료
- 390 -

□

지식재산 국제회의 과정

교육목표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적인 특허분쟁 등의 상황에 대비한 국제회의 참여
및 역량 제고
과정설명
교육대상 공무원(영어강의 수강 가능자)
∙ 국제회의의 기본과 유의사항
영어 기본표현
교육내용 ∙∙ 회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용어 표현
(교과목)
∙ 지식재산권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과 그 표현
∙ 모의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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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가. 미국 , 유럽 , 중국 , 일 본의 지식재산 권 에 관한 일 반 교육과정

(1) 미국지식재산 권 과정

년 WTO TRIPS 협정이 발효한 이후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규정과
법리가 TRIPS 협정의 국내이행과 함께 WTO 회원국의 지식재산권법에 이식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의 기본
규정이나 법원의 해석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
들이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기본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이
다.
특허청 심사관
1. 미국 연방특허법
미국 연방특허법 개관
특허요건: 특허 보호대상, 발명의 유용성, 신규성, 비자명성, 선출원주의,
명세서 작성
특허침해판단: 청구항 해석, 문언침해
균등론
간접침해: 침해의 교사
항변과 구제
2. 미국 연방상표법
미국 연방상표법 개관
상표의 보호대상 및 요건
상표의 등록절차
연방상표권의 침해
상표의 희석화
도메인이름의 보호
간접침해; 허위광고
항변과 구제
3. 미국 연방저작권법
미국 연방저작권법 개관
1995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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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건: 독창성, 고정, 방식
저작권 보호의 예외
저작자
공동저작물과 수집물
권리의 침해 (복제권과 그 제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타 저작권)
간접침해
공정이용의 항변
디지털저작권
구제
4. 주법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2)

유럽지식재산 권 과정

한EU FTA의 체결로 인하여 유럽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유럽에 관한 지
식재산에 관한 실무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유럽에는 유럽특허아카데미
교육목표 (European Patent Academy) 및 유럽상표청(OHIM) 아카데미에서 지식재산권
및 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유럽 권역 내는 물론 유럽 이외의 심
과정설명 사관들을 재교육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12년 유럽통합특허(European
Unitary Patent)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단일특허 제도 및 실무
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
유럽특허제도 입문과정
국제특허분류(IPC)와 유럽 역내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유럽 특허 검색 체제 이해
교육내용 유럽특허 및 통합특허(Unitary patent) 절차
(교과목) 유럽특허청(EPO) 및 유럽상표청(OHIM)의 기능 및 내부 조직
유럽공동체 상표 입문
유럽공동체 디자인 입문
유럽특허청 판례(case law)
유럽상표청 판례(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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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4)

중국지식재산 권 과정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한·중 FTA의 타결로 인해 양국 간
의 무역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법과 제도
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전
문가는 단순히 중국 지식재산관련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중국의 특수
상황과 중국 특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허청 심사관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지식재산권실무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기초
지식재산권실무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응용
중국 전리법 개요
중국 상표법 개요
중국 저작권법 개요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국법 기초(중국법제사, 형법, 민
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등)
중국 지식재산권 영역의 당면 문제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중국 문화의 이해
중국 지식재산권제도의 역사
중국의 중소기업 육성방안
중국의 IP 금융
중국 각지방(각성)의 지역지식재산전략
중국기업과의 기술라이선싱 계약
중국 기업과의 합작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중국의 지식재산관련 심판･판결 사례 및 기업의 대응방안
일 본지식재산 권 과정

교육목표 일본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위해 2002년에 지식재산
및 입국을 선언했다.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은 법과 제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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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과정은 對 일본 지식
과정설명 도
재산권 전략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교육한다.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
일본의 지식재산권제도 관련법
일본 지식재산권 영역의 당면 문제
일본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일본 문화의 이해
일본 지식재산권의 역사
일본의 중소기업 육성방안
IP 금융
교육내용 일본의
일본기업과의 기술라이선싱 계약
(교과목)
일본기업과의 합작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일본의 지식재산관련 심판･판결 사례 및 기업의 대응방안
경영적 관점에서 본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활용 사례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발전의 역사 및 현황
일본기업의 산학연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창출과 기술이전
모방과 창조의 관계성과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경영전략
243)

나. 미국 , 유럽 , 중국 , 일 본 , 아랍 에미리트 , 중동지역의 특허심사 교육
과정

(1) 미국특허심사과정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에의 특허출원은 한미FTA 이후로 한국
교육목표 기업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과정은 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
및 비하여 심사 및 심판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 교육과정에
과정설명 서는 단순히 미국 특허심사의 절차 및 실무뿐만이 아니라 미국특허청에서
강조하는 심사의 품질관리와 심사윤리도 교육한다.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
243) 특허청 내에는 이미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인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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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절차개관
(기술분야별) 특허심사 입문
특허분류시스템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다중검색시스템 이용법)
교육내용 청구범위해석
고급선행기술조사
(교과목)
거절이유기재방법
미국 특허심판청구절차 및 실무
업무시간관리 및 스트레스관리
심사윤리
심사의 품질과 심사실적 간의 조화
(기술분야별) 선행기술현황
(2) 유럽특허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유럽특허의 획득을 위해서는 최신 기술 동향, 선행기술에 대한 특허검색, 특
허등록을 위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포함하여 유럽특허제도에 관한 전
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유럽의회가 2012년 11월 통합특허(Unitary
Patent)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럽의 통합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이 과정은 유럽특허제도, 유럽특허청 심판제도, 유럽특허분류 등을 교육
한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입문
IP 경영 및 상업화(응용)
유럽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에 대한 교과목
신규성, 진보성 판단
특허청구범위의 분석
유럽특허검색시스템(EPOQUE Net)의 이해
국제특허분류(IPC) 및 유럽의 특허분류(CPC)
유럽특허, 통합특허(Unitary patent)의 특허부여절차
유럽특허청 항고부의 기능 및 내부 조직
유럽특허청 판례(case law)
유럽특허 가이드라인/매뉴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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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선행기술현황

(

(3) 중국특허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중국은 특허출원 1위 국가이고, 최근 중국에서 출원 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특허출원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선행기술로 중국문헌을 검색해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국어능력의 강화, 중국
의 최근 기술동향의 파악, 특허등록을 위한 실체요건, 중국 전리법 특유의
특허심사절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심사관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특허실무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기초
특허실무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응용
중국 전리법
중국 전리법 실시세칙
중국의 특허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법 기초
중국 특허심사의 흐름과 진행방법
중국 전리심사기준 및 판례연구(발명특허부문)
중국의 특허 심판･판결 사례 및 기업의 대응방안
(기술분야별) 선행기술현황 (중국의 최근 기술발전 동향)

(4) 일 본특허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최근 일본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어 문헌은 여
전히 특허선행문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과
제도가 가장 유사한 국가이고, 많은 심사관들은 이미 일본어 해독이 가능하
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이 과정은 우리나라 법과의 차이점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일본어 (중급, 고급)
특허실무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한･일 특허법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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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실심사기준의 비교
일본의 최신 판례 분석
일본 선행기술의 조사방법
특허 심사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개요
일본의 특허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일본법 기초
일본의 지적재산고등법원과 특허출원, 등록 및 권리행사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일본의 현황과 장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및 영업비밀의 적절한 관리
일본 기업과의 기술라이선싱 계약
(기술분야별) 선행기술현황
(5) 아랍 에미리트특허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한국아랍에미리트 특허심사대행 양해각서 및 계약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아랍에미리트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법
률, 언어, 문화 등을 교육
특허청 심사관
아랍어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독해, 회화,
)
교육내용 작문
영문 거절이유통지서 작성
(교과목)
아랍에미리트 특허법, 특허심사기준
아랍에미리트 및 중동 문화와 역사
TRIPs

(6) 중동지역특허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중동국가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법률, 언어, 문화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아랍어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독해,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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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영문 거절이유통지서 작성
Gulf Cooperation Council (GCC)244)
GCC

특허심사규칙

특허법

TRIPs

중동 문화와 역사
다. 미국 , 유럽 , 중국 , 일 본의 상표심사 교육과정

(1) 미국상표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요 시장이었던 미국에서의 상표출원은 한미FTA 이후로
한국기업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므로, 미국 기업과의 상표분쟁에 대비
하여 심사 및 심판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
는 단순히 미국 상표심사의 절차 및 실무뿐만이 아니라 미국특허청에서 강조
하는 심사의 품질관리와 심사윤리의 내용도 알아본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미국 상표심사절차개관
연방법과 주법에 의한 상표보호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비교
상표심사 입문
상품/서비스분류시스템
식별력 상실사유
서적의 제호에 대한 처리방법
부등록사유
거절이유기재방법
지리적표시와 상표와의 관계

244) 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GCC에 특허출원하여 등록되면 이 특허는 이들 6개국에서 유효하게 된다. 출원은
영어와 아랍어 두 가지로 해야 한다. Mohammed F. AlHajeri,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patent office”, World Patent Information, Volume 29, Issue 1, 2006, 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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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제도의 이해
상표심판청구절차 및 실무
업무시간관리, 심사윤리, 스트레스관리, 심사의 품질과 심사실적 간의 조화
(2) 유럽상표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유럽상표청(OHIM)에 파견될 특허청심사관에 대한 사전교육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유럽상표법 (European Trademark Law) : 상표권의 취득, 보호범위, 시행,
유럽공동체상표제도, OHIM 실무, 혼란가능성,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교육내용
거절이유, 식별력평가
(교과목) 거절이유작성
이의결정문 작성
유럽상표분류실무
원산지 표시
(3) 중국상표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중국은 10년 이상 상표출원 1위국을 유지하고 있고, 한·중 FTA의 타결로
양국가 간에 상호 출원하는 상표의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특
유의 상표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심사관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중국 상표법
상표법 실시세칙
교육내용 중국
중국 상표제도의 특이점
(교과목)
중국에서의 상표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법 기초
중국의 저명상표
중국에 있어서 동일유사상표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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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심사의 흐름 및 등록요건 판단
중국 상표심사기준 및 판례연구
중국의 지역브랜드육성과 상표법
중국의 상표･부경법 심판･판결 사례 및 기업의 대응
(4) 일 본상표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과 제도가 가장 유사한 국가이고, 많은 심사관들이 이
미 일본어 해독이 가능하다. 이 교육과정은 주로 우리나라 법과의 차이점 및
구체적 심사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일본어 (중급, 고급)
상표실무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한･일 상표법의 비교연구
한･일 상표심사기준의 비교
교육내용 일본의 최신 상표판례 분석
(교과목) 일본의 상표관련 심판･판결 사례 및 기업의 대응
상표 심사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개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및 상표법과의 관계
일본의 지적재산고등법원과 상표출원, 등록 및 권리행사
상표권을 둘러싼 일본의 현황과 장래
라. 미국 , 유럽 , 중국 , 일 본의 디 자인 심사 교육과정

(1) 미국 디 자인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전통적으로 한국의 주요 시장이었던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출원은 한미FTA
이후로 한국기업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므로, 미국 기업과의 디자인분
쟁에 대비하여 심사 및 심판절차를 이해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특히 미
국은 디자인이 특허의 한 종류로 되어 있어 한국과의 차이점의 비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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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히 미국 디자인심사의 절차 및 실무뿐만이 아
니라 미국특허청에서 강조하는 심사의 품질관리와 심사윤리의 내용도 알아본
다.
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미국 디자인특허심사절차개관
연방법과 주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
저작권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와의 비교
디자인특허심사 절차 및 실무
물품분류시스템
상실사유
교육내용 비자명성
기능적 디자인에 대한 처리방법
(교과목)
부등록사유
거절이유기재방법
상표와의 관계
디자인심판청구절차 및 실무
업무시간관리 및 스트레스관리,
심사윤리
심사의 품질과 심사실적 간의 조화
(2) 유럽 디 자인심사과정

한EU FTA 타결을 통해 유럽에서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
한 상황에서 유럽상표청(OHIM) 아카데미가 제공하고 있는 유럽디자인제도에
관한 교육과정에 참여 및 학습을 통해 유럽디자인심사전문가를 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개론(General IP)
교육내용 지식재산
유럽공동체 디자인 입문
(교과목)
유럽디자인심사(Examination)
거절이유작성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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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Opposition)
이의결정서 작성
유럽에서 디자인 보호
디자인 관련 판례법(Caselaw)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제도에 관한
이러닝 툴 교과목
디자인과 유럽문화
(3) 중국 디 자인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
표법의 각각 개별 법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전리법에서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함께 보호한다. 중국 전리법에서 말하는 발명창
조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발명과 디자인의 차이에
서 오는 심사과정의 차이와 권리부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중국 전리법의 전체적 내용을 공부하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
이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중국어 (초급, 중급, 고급)
중국 전리법 개론
중국 전리법 실시세칙
중국 전리심사기준 및 판례연구(디자인부문)
중국 선행디자인 조사 검색(연습)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의 초보심사
중국에서의 디자인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중국법 기초
중국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사례연구)
중국에서의 디자인권 침해판단 기준 및 방법
중국의 디자인 관련 심판･판결 사례 및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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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본 디 자인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과 제도가 가장 유사한 국가이고, 많은 심사관들이 이
미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바, 해당 교육과정은 주로 우리나라 법과의 차이점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권 분야 일본어 (중급, 고급)
디자인실무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한국의 디자인보호법과 일본의 의장법 비교연구
･일 디자인심사기준의 비교
교육내용 한
일본의 최신 디자인판례 분석
(교과목)
디자인 심사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개요
일본의 지적재산고등법원과 디자인출원, 등록 및 권리행사
디자인권을 둘러싼 일본의 현황과 장래
일본의 디자인 관련 심판･판결 사례 및 기업의 대응
(5) 국제 디 자인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이 과정은 디자인의 국제등록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시스템에 대하여 이해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4년 한국이 가입한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 협정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며,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및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중 디자인에 관한 부분도 포함한
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디자인 관련 국제조약 개관
파리협약 중 디자인에 관한 규정
헤이그 협정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
헤이그 협정의 최근 동향
헤이그 협정 하에서의 출원 및 심사
헤이그 협정 하에서의 전자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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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분류

마. 국제 지식재산 권 전문가 교육과정

(1) 국제특허전문가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특허심사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능력, WIPO 등 국제기구에서 특허제도 개선
관련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특허제도의 국제공조
현황 및 미래, 특허제도와 기술혁신의 관계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특허제도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특허와 기술혁신
경제발전 (특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육내용 특허와
특허와 경쟁정책
(교과목)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 국제적 조망과 미래의 방향
WIPO 분쟁해결 및 TRIPs 조약
PCT

부다페스트조약
(2) 국제상표전문가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상표심사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능력, WIPO 등 국제기구에서 상표제도 개선
관련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함. 상표제도의 국제공조 현황 및 미래, 상표제
도와 시장경제의 관계 등을 교육함.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관련 최근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교육내용 상표제도
상표권 국제분쟁사례
(교과목)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상표와 시장경제 (상표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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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소비자
부정경쟁방지법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의 분쟁 사례
주지저명상표
상표의 희석화
상표권의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트레이드드레스
퍼블리시티권
(3) 국제 디 자인전문가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디자인심사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능력, WIPO 등 국제기구에서 디자인제도
개선 관련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제도의 국제공조 현
황 및 미래, 디자인제도와 문화의 관계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교육내용 디자인 국제분쟁사례
(교과목) 디자인과 문화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
디자인법의 최신 동향
(4) 국제특허분 류 전문가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국내외 특허출원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분류심사의 국제적
역량, 국제특허분류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업무 추진능력 등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특허분류체계, 분류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주제별 선
행기술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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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별 선행기술
국제특허분류(IPC)
특허 문헌 및 분류(Documentation and classification)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다중검색시스템 이용법)
(교과목) ㆍ 외국특허 및 비특허 문헌 검색
ㆍ 선행기술검색 및 심사시스템 사용요령
ㆍ 분야별 검색실습
유럽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유럽특허검색 이해
국제특허분류의 조화
245)

(5) 국제상표분 류 전문가과정

국내외상표출원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분류심사의 국제적
역량, 국제상표분류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업무 추진능력 등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상표제도, 국제상품분류제도, 상표심사기준, 상표의
분류 및 심사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상표법 개론
상표심사기준
상표의 분류 및 심사
상표전자출원시스템
분류의 이론과 실무
교육내용 상표
상품과 서비스의 비교(Comparison of goods and services)
(교과목)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제도
유럽공동체상표제도(Community Trade Marks) 입문
국내외 지리적 표시제도
상표와 도메인네임
상표검색시스템 사용요령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245) 유럽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새로운 특허분류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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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소리, 냄새 등) 상표제도의 이해
트레이드드레스

(6) 국제 디 자인분 류 전문가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국내외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디자인분류심
사의 국제적 역량, 국제디자인분류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업무 추진능력,
WIPO 등 국제기구에서 디자인제도 개선 관련 업무 능력 등을 강화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 헤이그협정, 유럽공
동체디자인제도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디자인 분류체계 및 분류심사
디자인 검색시스템 사용요령
디자인 도면의 이해와 도해
부분디자인제도
화상디자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글자체디자인
헤이그 협정의 이해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 입문

(7) 미국특허소 송 전문가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특허소송절차, 특허침해론, 청구범위해석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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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특허요건: 특허 보호대상, 발명의 유용성, 신규성, 비자명성, 명세서 기재요건
미국 특허소송 구조와 절차
미국 특허소송 사례연구
(교과목) 특허침해판단론
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
간접침해
WTO와 TRIPs
(8) 유럽특허소 송 전문가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유럽에서의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특허청 특허소송절차, 특허침해론, 청구범위해석 등을 교육
한다.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중급, 고급)
특허제도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특허요건: 특허 보호대상, 발명의 유용성, 신규성, 비자명성, 명세서 기재요건
유럽 특허소송 구조와 절차
교육내용 유럽 특허소송 사례연구
(교과목) 특허침해판단론
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
간접침해
WTO와 TRIPs
(9) 지식재산국제 협 상전문가과정

교육목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및 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국제 협상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영어, 협상준
과정설명 비, 협상전략, 협상기술과 국제지식재산권법, 미국 특허법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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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특허청 심사관(특허청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 관련 부처 공무원
지식재산 분야 영어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중급, 고급)
국제지식재산권법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미국 특허소송실무
유럽 특허소송실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및 동향
TRIPs

협상의 이해
협상의 준비 (협상 계획수립, 체크리스트)
교육내용 협상의 전략과 전술 (협상의 성공조건, 협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교과목) 협상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협상 실습과 평가 (다자협상, 양자협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및 위험평가
협상 전 비밀준수 약정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 위반 관련 쟁점
라이센싱의 해석과 소송
국제특허분쟁과 관할법원
246)

(10) 국제프 레젠테 이 션 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한국은 IP5의 일원으로서 IP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
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의 지식재산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관과 외
국인을 상대로 한 프레젠테이션기법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청 심사관(특허청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 관련 부처 공무원
지식재산 분야 영어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중급, 고급)
지식재산 관련 프레젠테이션 용어
교육내용 시간 약속 (Making time)
(교과목) 자신에 대한 확신 (Assert yourself)
인터뷰하는 경우에 행동 (Behavioral interviewing)
인터뷰의 필수사항 (Essential of interviewing)
246) 협상의 성공여부는 협상 당사자 준비의 질과 양에 의해서 80% 이상 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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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하러 가기 (Going to a meeting)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디어 (Idea into action)
팀워크 (Teamwork)
변화있는 삶 (Living with change)
변화의 관리 (Managing change)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리포트 작성 (Report writing)
직설 화법 (Straight talking)
(11) 국제 브랜 드 창 출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국제적 상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상표 관리를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 전략, 상표의 자산
가치 확대 전략, 경쟁 브랜드와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충성도 고취 전략, 상
표와 시장의 관계, 상표와 소비자의 관계, 프랜차이징, 라이선싱, 트레이드드
레스, 퍼블리시티권 등을 교육한다.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상표제도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와 쟁점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상표의 개발
상표 관리 전략
상표의 국제화 전략
상표와 시장경제 (상표가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상표와 소비자
상표의 희석화
상표권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트레이드드레스
퍼블리시티권
상표법의 최근 동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의 권리
상표권과 도메인네임
247)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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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저명상표에 관한 주요 쟁점
개념 및 용어
왜 브랜드 문제인가 (why does branding matter?)
브랜드의 경제적 중요성
브랜딩 기구 (branding instruments)
회사의 브랜딩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상표제도의 역할
회사의 브랜딩 및 서비스 브랜딩
브랜드의 재정적 가치
브랜딩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브랜딩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브랜딩 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브랜딩 관리
브랜딩에 대한 홍보(PR) 측면
국가의 브랜딩

바. WIPO 및 OHI M 지식재산교육과정

이외에 WIPO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교육과정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WI PO

국제특허심사과정

는 유럽 내 특허청들과 공조 하에 다양한 고급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WIPO는 우선 오스트리아 특허청(APO)와의 협력 하에 전 세계 특허심
사관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및 서류에 대한 고급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독일 특허청(GIPO)과의 협력 하에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검색 및 심사에 대
한 고급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
오스트리아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및 부여 절차
WIPO

247) WIPO는 프랑스의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과 협력 하에 INPI에서
브랜드에 관한 매년 6월에 1주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브랜드창출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며, 따라서 프랑스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412 -

반도체설계도의 등록 및 보호 요건
IPCECLA 특허분류
제약 제품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최신 이슈, 유럽공동체와 TRIPS 조약에서 도
하 선언이 시행
진보성 (inventive step)
PCT와 APO(오스트리아 특허청)
특허행정에 있어서 전자 데이터 가공처리
INID 코드를 사용하여 특허문서에서 문헌자료의 통일성있는 제공
정보 서비스: 도서관, 정보 단위체, 등록부, 법적 및 기술 문의, 선행기술 서
치, 특허성에 대한 서면 견해
온라인 서치를 위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론
(교과목) 유럽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EPOQUE 실무
비특허 데이터베이스, 실시예, 유용한 링크들
그룹 테크닉에서 품질관리제도(QMS)
제약제품 및 해충제 분야에서 특허를 위한 보충적 보호증명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컴퓨터에서 시행된 발명, 실시예 토론, 유용한 링크들
생명공학 발명
독일특허상표청에서 특허심사절차
독일특허상표청의 전자 검색 및 아카이브 제도 DEPATIS: 개관 및 입문
독일에서 생명공학: 연혁, 현황 및 일반 지식재산 체제의 개관
생명공학 및 제약 분야에서 특허출원, 특허심사절차 및 실무(2일 동안)
독일특허상표청의 전자 사례 파일 ELSA: 개관 및 입문, Q&A
(2)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과목)

WI PO

지식재산정책전문가과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력 하에 전 세계의 지식
재산에 관한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3월에 스위스 제네바의 WIPO와 WTO
본부에서 영어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다
룸으로써 지식재산정책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국제법 개관 및 지식재산의 정책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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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경쟁 정책
WIPO 도서관 방문 및 WIPO 사무관과의 미팅
상표와 디자인,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정책·발전 차원
원산지표시,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정책·발전 차원
특허,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정책·발전 차원
지식재산 및 공중위생: 국제적 조망
TRIPS 하의 선택과 전략: 의약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분야
WIPO 분쟁해결 및 TRIPS 조약
식물 변종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 국제적 조망과 미래
TRIPS와 생물학적다양성 조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지식재산분쟁과 WIPO 조정·중재 센터
지식재산과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지식재산의 집행: 법·정책·발전 차원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저작권, 현행 국제적 조망: 법·정책·발전 차원
(3)

WI PO

국제 브랜 드 창 출과정

는 프랑스의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
과 협력 하에 INPI에서 브랜드에 관한 매년 6월에 1주간 교육과정을 개설하
여 국제브랜드창출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언어
는 프랑스어이므로 프랑스어 능력이 필요하다.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개념 및 용어
왜 브랜드 문제인가 (why does branding matter?)
브랜드의 경제적 중요성
기구 (branding instruments)
교육내용 브랜딩
회사의 브랜딩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상표제도의 역할
(교과목)
회사의 브랜딩 및 서비스 브랜딩
브랜드의 재정적 가치
브랜딩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브랜딩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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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전략 및 기술혁신 전략
브랜딩 관리
브랜딩에 대한 홍보(PR) 측면
국가의 브랜딩
(4)

WI PO

국제상표심사과정

는 노르웨이 산업재산관청(Norwegi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NIPO))
와의 협력 하에 전 세계 상표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상표제도에 관한 교육과
정을 개설함으로써 국제상표심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강의는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NIPO에서 9월에 1주간 동안 영어로 진행된다.
특허청 심사관, 관련 부처 공무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
WIPO의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SCT)에서의 쟁점
사안
니스 분류 체제
교육내용 심사 과정: 소개 및 실무 교육 (2일)
(교과목) 전자출원 및 사례
이의신청 및 행정적 검토
원산지표시
도메인 네임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본 NIPO 및 상표 관련 업무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WIPO

(5) OHI M 유럽상표심사과정

교육목표
및
과정설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한EU FTA 타결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유럽공동체상표 등 유럽의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 있어서, 유럽상표청(OHIM)이 OHIM
Academy를 통해 유럽 이외 지역의 상표심사관을 대상으로 개설하고 있는 다
양한 상표전문과정에의 참여 및 학습을 통해 유럽상표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특허청 상표심사관
지식재산 분야 영어과정 (English courses in the field of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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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유럽상표청(OHIM)의 범위와
기능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닝 툴에 대한 기초 교과정
지식재산법 개론(IP Law in general)
원산지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유럽공동체상표 입문 I 및 II
특수한 상표등록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교과목)
유럽공동체상표규정(CTMR) 제8조의 혼란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이의신청절차(Opposition proceedings)
상품과 서비스 비교(Comparison of goods and services)
표장의 비교: 잠재적 및 식별력 있는 요소
이의신청 결정문 작성(Effective decision writing)
유럽상표청의 사례(Case law)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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