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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및 실태조사
1.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시장동향)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증가와 더불어 관
련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재산권) 통계가 작성된 194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
록현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연도별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변리사) 2018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62명으로
그 중 3,619명이 개업 중이며, 5,843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98명, 변
호사 5,646명 및 특허청 618명임
∙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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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영역)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2조)
- 또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
이 될 수 있음(제8조)
∙ 다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 소송은 심결취소소송으로 해석되고 있음
-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변리업무 영역인 산업재
산권 출원･심판･소송의 대리 업무 외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특허동향조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문,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특허관리,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중개, 실시권 설정 등

[ 변리사 업무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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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개요)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을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특허법인 104개, 변리사 187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8일 ∼ 2018년 11월 28일
○ (내용)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 파악 및 변리사 업무환경 조사
- 변리사 업무현황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투입시간도 늘어나는 추세
∙ 출원비용별 업무프로세스 : 출원비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
가 많아지는 추세
∙ 특허출원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비중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기술개발 이
후의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
- 변리사 업무범위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선행기
술조사 분석 순으로 나타남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등 기존
의 업무 외에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가치평가 업무 확대 희망
- 의무연수제도 및 건의사항
∙ 대부분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
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등의 필요성 제기됨
∙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확대, 변호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위 금지, 변리사 윤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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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과제 관련 문제 해결, 의
무연수제도 폐지 등

3.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를 파
악･전망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 조사대상 : 주요 대기업 3개, 중견･벤처기업 3개, 공공연 및 대학 3개 등
총 9개 기업･기관 핵심 IP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심층서면조사
∙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비 고

질문/답변

○ (내용)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
-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중소벤처기업)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적정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자 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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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 밖에 없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타임차지(Time charge) 청구로 운영
∙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경
우 동 기준에 따름
∙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사항 전달
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질이 달라짐
∙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에 대한 이
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동일 여부도 중요

□ 변리 서비스 품질 및 제도 개선 방안
1.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 (변리사 연수 및 연수기간)
- (변리사 연수)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
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변리사법 제15조)
- (연수 시간･기간)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시간을 포함하
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
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제7조)
∙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
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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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수자 처분)
-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① 견책,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 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 (개선안)
- 현행제도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
인지가 문제임
∙ 연수 대상자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리사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
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의무연수 이수를 촉구하는 방안이 가
능하며, 의무연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

2. 변리업무 범위
○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
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으로 구분
○ (일본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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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리사법 제4
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
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개선안)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
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
-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

3. 변리수가제도
○ (변리수가)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소) 또
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
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 (문제점)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
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
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
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
야 하는 업무임
-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
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
○ (개선안)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
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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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의 결과물이 아닌 업무의 행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구의 대상이
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률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 (변리사 정보공개) 변리사법 제14조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 등록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항), 특허청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문제점)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을 인증하
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의 지표로는 활용되
기 어려움
-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의에 부합하
지 않음
○ (개선안)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
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제공방식)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구성 필요

5. 변리사 관리위원회
○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 변리사법 제16조(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
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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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 주도(특허청 3인)로 구성
○ (일본 변리사제도소위원회) 경제산업성설치법 정령에 따라서 ｢산업구조심의회｣
의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분과회｣가 있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
위원회｣가 있음
- ｢변리사 자격｣, ｢변리사 징계｣, ｢변리사 제도개선업무｣의 심의
-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
에 제출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
산업대신(특허청장관)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
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음
-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
○ (개선안) 현행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
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
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
도 적극적으로 검토
-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
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민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
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

6. 전문변리사제도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의 세분화, 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리서비스 수요자는 전문화된 변리사를 찾고 있으나 수요자는 특정 기술분야
변리사를 찾는데 애로가 있음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변리사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서는 변리사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된 변리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향후 지재권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전에도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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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
요성 부각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양에서 질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으나 IP 창출과 보호
에 있어서 핵심인 변리 서비스의 현황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인식이 파악되지 않
고 있는 실정임
- 최근의 변리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자 인식을 파악･전망할 수 있는 현황과 실태
조사 필요
○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파악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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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표

○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리사 업무환경 변화를
예측
○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도출을 위하여 관
련시장의 현황 및 조사･분석 결과 제공
○ 변리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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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내용
1

변리 서비스 현황

가. 변리 서비스 시장 동향
□ 개요
○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1)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
○ 통계가 작성된 194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현황을 살펴보
면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연도별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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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리사 현황
○ 2018년 8월 현재 등록변리사 수는 9,438명으로 거의 1만명에 육박하고 있음
[ 변리사 등록현황(출신별) ]

[ 변리사 등록현황(지역별) ]

* 대한변리사회(2018.8 현재)

(3) 변리사 업무영역
○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변리 업무영역인 산업재산권 출원
업무 외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변리사는 가처분 및 침해소송, 감정, 특허심판원 심판청구대리, 특허법원 등에서의 소송대
리, 가치평가 등의 영역까지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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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업무영역 ]

□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1)
(1) 우리나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204,775

120,662

6,811

2,993

182,923

116,704

63,453

49,293

2016

208,830

108,876

7,767

2,854

181,606

119,255

65,659

55,603

2015

213,694

101,873

8,711

3,253

185,443

114,746

67,954

54,574

2014

210,292

129,786

9,184

4,955

150,226

99,791

64,345

54,021

2013

204,589

127,330

10,968

5,959

147,667

100,094

66,940

47,308

1) 본 현황조사는 주로 WIPO의 통계 및 각국 특허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다만, 미세단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 WIPO의 통계를 기준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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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318,479

199,577

6,105

6,024

190,939

111,180

31,961

27,335

2016

318,381

203,087

6,480

6,297

161,859

105,207

30,879

25,344

2015

318,721

189,358

6,860

6,695

147,283

98,085

29,903

26,297

2014

325,989

227,142

7,095

7,017

124,442

99,896

29,738

27,306

2013

328,436

277,079

7,622

7,363

117,675

103,399

31,125

28,288

(3) 비교
○ (출원건수의 추이) 한일 양국 모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출원건수에 있
어 큰 편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표의 경우 출원건수가 증
가하고 있음
○ (등록률)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률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
악되며,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률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 (인구당 출원률)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가 5,147만명, 일본이 1.268억
명임을 감안할 때 인구당 출원률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자국 출원인의 IP-5에 대한 해외 직접 출원･등록 현황2)
(1) 우리나라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

-

-

-

4,735

4,232

-

-

2016

37,341

19,494

13,764

7,410

5,216

4,292

6,824

3,207

2015

38,205

17,924

12,907

6,262

5,222

3,886

6,410

1,987

2014

36,744

16,469

11,528

4,627

5,682

4,336

6,162

1,891

2013

33,499

14,548

10,866

4,271

6,134

4,984

6,342

1,989

2) 국가 간 출원･등록 현황에 관해 WIPO 통계 및 다수국의 특허청 통계가 경우 2016년까지의 자료만을 제공하
고 있어, 2017년 수치는 이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특허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0

Ⅱ. 연구 내용



(2) 일본
미국특허청

중국특허청

한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7

85,180

49,677

40,908

31,094

15,043

11,081

21,712

17,660

2016

86,021

49,800

39,207

34,967

14,773

9,962

21,006

15,395

2015

86,359

52,409

40,078

36,418

15,283

9,615

21,418

10,586

2014

86,691

53,849

40,460

26,501

15,653

13,499

22,111

11,121

2013

84,967

51,919

41,193

22,609

16,299

13,514

22,566

12,132

(3) 비교
○ (출원건수의 추이) 한일 양국 모두 대상 국가별 출원건수에 있어 큰 변동 없이
일정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다 출원대상국) 한일 양국 모두 최다 출원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그 후 중
국, 유럽의 순이었음
○ (등록률) 한일 양국의 출원 모두 미국특허청에서의 등록률이 가장 낮았으며 중
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본특허의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은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현황
(1) 우리나라
○ (등록변리사) 201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리사는 총 9,438명으로 그
중 3,620명이 개업 중이며, 5,818명은 휴업 중임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일부면제자 3,179명, 변
호사 5,641명 및 특허청 공무원 출신 618명임
- 지역별로는 서울 7,313명, 경기 665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
으며, 그 외 대전 297명, 부산 250명, 대구 159명 외 기타 지역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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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등록변리사)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의 ‘일본 변리사회 회원 분포상
황(日本弁理士会会員の分布状況)’에 따르면 등록변리사는 총 11,380명으로 파악됨
- 등록변리사의 출신으로는 변리사시험이 10,445명, 특허청 519명, 변호사
416명의 순임
- 지역별로는 도쿄도 6,172명을 포함하여 관동(関東)지방이 7,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1,711명을 포함한 킨키(近畿)지방이 2,403명으로 뒤를 이었
으며 그 뒤로 나머지 지방의 순임

(3) 비교
○ (변리사 현황) 인구대비 변리사수는 우리나라(9,462명/5,147만명)가 일본(11,380
명/12,680만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구성) 우리나라 변리사의 가장 큰 구성원은 변호사 출신이었으나, 일본
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분포) 한일 양국 모두 대다수의 변리사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
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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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변리사 업무범위)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함
-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일본 변리사법 제4조 제
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
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등이 포함됨

□ 변리사 진출 현황
(1) 우리나라
○ 우리나라 변리사의 구체적 진출 현황이 조사된 보고는 파악되지 않음

(2) 일본
○ 2014년 일본 변리사회에서 편찬한 ‘변리사 백서(弁理士白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171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450인, 특허사무소근무가
2,948명, 기업근무가 2,164명, 특허업무법인 근무가 1,181명, 특허사무소 공
동경영이 731명, 특허업무법인 경영 468명, 법률사무소 근무 68명, 법무법인
경영 28명, 법무법인 근무 20명 외에 기타 113명이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
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한편 2018년 9월 30일 기준 ‘일본 변리사회 회원 분포상황’에 따르면 총 11,380
명의 변리사 중 특허사무소 경영이 2,687명, 특허사무소 근무가 2,609명, 기업
근무가 2,610명, 특허업무법인 근무가 1,719명, 특허사무소 공동경영이 679명,
특허업무법인 경영 715명, 법률사무소 근무 56명, 법무법인 경영 41명, 법무법
인 근무 64명, 관공서 및 비영리단체 등 149명 및 기타 51명인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일본 변리사는 특허 및 법률업무에 종사하거나 일반기업에서 경영 및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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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 조사개요
모 집 단

∙ Q01 - Q09: 특허법인
∙ Q10 - Q11: 변리사

표본크기

∙ Q01 - Q09: 104개
∙ Q10 - Q11: 187명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기간

∙ 2018. 11. 08 - 11. 28

조사기관

∙ 대한변리사회

□ 조사내용
구 분

사무소
규모

∙
∙
∙
∙

총 근로자 수
총 변리사 수
실무 문서 작성 변리사 수
총 매출액

업무 현황
및 범위

∙
∙
∙
∙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전체 특허출원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비율
현재 업무 범위
장래 희망 업무 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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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 사무소 현황
(1) 총 근로자 수
○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명 이하’
응답이 55.77%, ‘6~10명’이 15.38%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근로자 수 10명 이하의 법인이 71.15%를 차지함
[ 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 ]

구분

백분율

사례수

5명 이하

55.77%

58

6~10명

15.38%

16

11~15명

3.85%

4

16~20명

6.73%

7

21~30명

11.54%

12

31~50명

1.92%

2

50~100명

2.88%

3

101명 이상

1.92%

2

계

10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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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변리사 수
○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명’이라
는 응답이 40.78%, ‘2~3명’이라는 응답이 28.16%, ‘4~6명’이라는 응답이
19.42%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총 변리사 수 6명 이하의 소규모 사무소의 비중이 88.36%를
차지함
[ 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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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0.78%

42

2~3명

28.16%

29

4~6명

19.42%

20

7~10명

3.88%

4

11~15명

0.97%

1

16~20명

2.91%

3

21~30명

1.94%

2

31~50명

1.94%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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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문서 작성 변리사 수
○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명’이라는 응답이 42.31%, ‘2~3명’이라는 응답
이 29.81%, ‘4~6명’이라는 응답이 18.27%로 나타남
- 총 변리사 수와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
남. 이는 소규모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 작성 변리사 수 ]

구분

백분율

사례수

1명

42.31%

44

2~3명

29.81%

31

4~6명

18.27%

19

7~10명

2.88%

3

11~15명

0.96%

1

16~20명

2.88%

3

21~30명

0.96%

1

31~50명

1.92%

2

50~100명

0.00%

0

101명 이상

0.00%

0

계

10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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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매출액
○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억 이하’라는
응답이 35.58%, ‘2억 초과 5억 이하’라는 응답이 20.19%로 나타남
- 전체 사례수 중 과반수 이상의 사무소가 매출액 5억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 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총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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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분율

사례수

2억 이하

35.58%

37

2억 초과 5억 이하

20.19%

21

5억 초과 10억 이하

16.35%

17

10억 초과 15억 이하

13.46%

14

15억 초과 20억 이하

1.92%

2

20억 초과 30억 이하

3.85%

4

30억 초과 50억 이하

3.85%

4

50억 초과 100억 이하

2.88%

3

100억 초과

1.92%

2

계

10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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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업무 현황 및 범위
(1) 특허출원 비용
○ 출원 비용의 경우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37.02%), ‘150만원 초과 200
만원 이하’(23.28%), ‘200만원 초과’(16.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특허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투입
시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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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출원 비용 구간별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

구분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20시간

21시간 이상

계

50만원 이하

38.10%
8

23.81%
5

14.29%
3

19.05%
4

4.76%
1

2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32%
3

31.71%
13

26.83%
11

19.51%
8

14.63%
6

41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03%
1

12.37%
12

23.71%
23

30.93%
30

31.96%
31

97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0.00%
0

1.64%
1

16.39%
10

26.23%
16

55.74%
34

61

200만원 초과

0.00%
0

2.38%
1

2.38%
1

14.92%
6

80.95%
34

42

(3)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
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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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출원 비용에 따른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 ]

50만원
이하

34.48%
10

79.31%
23

17.24%
5

31.03%
9

24.14%
7

7. 명세서
수정 등 8. 명세서
검토
최종안 계
의견
작성
반영
27.59% 34.48% 27.59%
29
8
10
8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3.04%
29

54.35%
25

41.30%
19

82.61%
38

67.39%
31

67.39%
31

67.39%
31

78.26%
36

46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70.21%
66

68.09%
64

55.32%
52

87.23%
82

71.28%
67

78.72%
74

77.66%
73

89.36%
84

94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71.19%
42

76.27%
45

67.80%
40

84.75%
50

74.58%
44

83.05%
49

83.05%
49

96.61%
57

59

200만원
초과

88.98%
32

97.22%
35

94.44%
34

97.22%
35

97.22%
35

97.22%
35

100.00
%
36

100.00
%
36

36

구분

1. 발명
상담

2. 선행
기술
조사

3. 특허성
6. 발명자
4. 명세서 5. 사무소
검토 및
및
초안
내부
출원 전략
관리자
작성
검토
회의
검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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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특허출원 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건 비율
○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라는 질문에 대해 83.65%가 ‘20% 이하’라고 응답함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
- 변리사의 업무가 기술 개발 이후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냄
- 특허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R&D 품질 개선이 필요함
[ 특허사무소(또는 법인) 출원 건 중 IP R&D(특허분석)에서
출원까지 패키지 담당 비율 ]

32

구분

벡분율

사례수

20% 이하

83.65%

87

20% 초과 40% 이하

6.73%

7

40% 초과 60% 이하

3.85%

4

60% 초과 80% 이하

2.88%

3

80% 초과 100% 이하

2.88%

3

계

10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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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업무 범위
○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
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100.00%), ‘심판
청구대리･소송대리’(74.04%), ‘선행기술조사 분석’ (70.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범위 ]

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100.00%

104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12.50%

1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42.31%

4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74.04%

77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23.08%

24

가치평가

21.15%

22

선행기술조사 분석

70.19%

73

기업의 특허관리

26.92%

28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27.88%

29

기타
계

7.69%

8

10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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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의견

1

개발 및 회피설계

2

특허 유효성 검토(무효자료조사)

3

각종 컨설팅지원사업 수행

4

정부 IP과제(특허맵 등)

5

강의 및 컨설팅

6

컨설팅 용여과제

7

특허조사분석 정부과제(IP-R&D, 특허동향조사 등)

8

시장성 분석, BM기획

(6) 장래 희망 업무 범위
○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57.28%),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48.54%),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48.54%) 순으로 높
게 나타남. 현재 업무와 장래 희망 업무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허사무소(또는 법인)의 장래 희망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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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57.28%

59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33.98%

35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23.30%

2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48.54%

50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16.50%

17

가치평가

41.75%

43

선행기술조사 분석

23.30%

24

기업의 특허관리

22.33%

23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48.54%

50

기타

2.91%

3

100%

103

계



□ 기타 사항
(1) 의무연수제도 인식조사
○ (인식조사)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
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예’라는 의견이 69.52%로 나타남
[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 여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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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분율

사례수

예

69.52%

130

아니오

30.48%

57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33

○ (개선안 의견) 의무연수제도 관련 주요 의견은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기타 등으로 구분됨
구분

변리사 의무 연수 의견
실제적인 현장 실습적인 의무연수 필요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연수 필요

실무

이론 교육보다는 개인지도(tutorial) 수준의 실무 교육이 바람직함
실무 중심으로 강화 필요
수동적인 강의보다 능동적 참여 및 실습 중심의 강의가 늘릴 것을 희망
예: 명세서 작성, 소송실무 등)
변리사에게 꼭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이 절실
의무연수 시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연수내용을 갖고 합숙과정으로
개설 희망
시간을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품질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최신 법리와 판례, 업계 동향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향후 단순 이론 위주
의 강의 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의 강의와 새로운 영역의 강의가 많아지길 희망
외부강사 섭외 시에 강의 역량의 검증이 있었으면 희망
업계 관련 정보 취득의 기회가 되길 희망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필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의 연수를 더 늘릴 것을 희망
신기술 관련 강의가 많았으면희망
좀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필요
연수과목이 좀 더 다양화, 실무화, 전문화되었으면 희망

다양화

기술거래, 투자, 가치평가 등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한 연수 필요
변리사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세미나 개설 필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분야 별 세미나는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일반화된 논의에
기반한 강의는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느낌
업무영역 개선에 대비한 선제적인 연수도 필요(가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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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라인



변리사 의무 연수 의견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번거로울 때가 많으므로, 온라인 연수를 더
늘리기를 희망함
지방소재 변리사를 위해 100% 온라인 연수 가능 필요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교육 이수 불가능
의무연수시간이 너무 많음, 축소가 필요함
시간만 뺏음. 자료집 배포로 대체하기를 희망
연수의무시간 비중이 너무 큼

축소

형식적인 절차로 시간수를 줄일 것을 희망함
온라인 연수 가능 시간을 줄일 것을 희망
경력이 많은 변리사의 경우, 의무 연수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경력에 따라 의무연수 시간을 조정 필요
해외 변리사와의 연계 연수를 늘릴 것을 희망함

기타

정례적인 연수 프로그램 있기를 희망
연수 성적에 따른 차등 이익이 있었으면 희망

(2) 변리사 제도 개선 의견
○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확대, 변호사 자동
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위 금지, 변리사 윤리 및 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과제 관련 문제 해결, 의무연수제도 폐
지, 기타 등으로 구분됨
[ 기타 건의 의견 ]
구분

변리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매출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가 개선 필요
업계 수가 좀 올리도록 희망

수가

수가의 현실화 필요
명세서 작성이나 심판, 소송 등 변리사 수가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 업무투여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가 현실화 필요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 우리나라 기관들의 명세서 작성 수가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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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리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업계 내 일부 대리인들로 인한 수임료 인하 경쟁이 지양되기를 희망
고객을 위해 정상적인 특허/상표 출원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경우 낮은
서비스 수가와 착수금/성사금으로 나뉘어 있는 관행 등으로 인해 사무소 운영이 매우
어려움
공공기관, 대학, 각종 출원지원사업 등에서 특허출원 수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도 전체적인 서비스 수가 하락의 한가지 원인이라고 생각
각종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업체가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간에
기관이 끼어서 결정권과 구매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단가를 낮추는 행태는 사라지기를
희망
저가수임 문제 개선 필요
대기업, 학교, 정부 연구소 등의 주도하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가를 지나치
게 낮춰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함. 중소기업, 개인들에게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적절한 비용을 내는 개인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특허 사무소가 정부
과제에 목을 매는 기형적 운영을 하는 실정
변리사 수임료가 너무 하향 조정되어 있음
변리사 수임료에 타임차지 도입 필요함
최저임금이 2년 이내에 30%가 올랐는데도 산학협력단 및 정부연구소의 특허수가는
그대로이거나 낮아졌음
변리사회를 중심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수가를 현실화 필요
최저임금 급상승과는 달리 변리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대리인 수가 감소, 이에 따른 출원
인의 갑질 및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 등의 총제적 문제가 있음
특허출원의 적정 수가가 이루어져야 강한 권리범위를 갖도록 특허명세서의 높은 품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출원수가 개선, 정부과제 수가 개선 필요
대학과 연구소의 출원수가가 20년 전보다 낮아 직원들이 저임금일 수 밖에 없음. 정부
의 공정경제 취지와도 맞지 않음.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함
대리인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표준 수임료를 변리사회 차원에서 제정하여 기준을 정해주기를 희망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창조적인 업무에서 변리사가 전문위원이나 멘토가 될 필요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
변리사 업역이 확대되어야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수가 향상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임

직역

현재 변리사 업무 중에서 명문화되지 못한 것(가치평가, 저작권 등록 등)을 명문화하고
유사 자격증을 폐지할 필요
그동안 특허법원의 기술이해도, 진보성판단 능력이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여 온 반면,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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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관련 소송사건이 전체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으로 이관될 위기에 봉착되는 상황으로 우려
되며, 심사관/심판관의 활발한 특허법리 연구가 시급하고,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심사관
/심판관 진입방안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희망
변리사 직역 확대 필요(저작권등록, 도메인분쟁대응,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관련 자문
(컨설팅), 부정경쟁방지 등)
변리사 직역 명확화(무형자산평가 cf.감정평가사직역)
일본과 같이, 변리사의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하여 ‘변리사정치연맹’을 만들기가 어려우
므로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사)지식재산포럼을 선용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추진하기 어
려운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건의
내부적으로는 특허청에 휘둘리고, 외부적으로는 변호사에 휘둘리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
최근의 업무 환경을 반영하여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보다 넓게 규정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기를 희망
제도의 신뢰성 차원에서, 변리사 제도 존폐와 관련된 작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변리사 역량에 걸맞은 업무영역 확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업무 부과 등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도 의문시됨
민간자격증과의 업무영역 조율이 필요하며, 영역이 분명치 않은 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타 직역들이 변리사 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자동
자격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변리사 된 이후 변호사 딴 사람은 제외)를 일반
인에게도 별도 구분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희망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금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일반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이 너무 억울함(일은 다하고 대리인으로 못들어감)
시장의 선택에 맡깁시다. 소송대리권 등 규제가 너무 많음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침해소송 참여가 절실히 필요
소송대리권 필요

소송
대리권

기술관련 소송에서 주요쟁점사항이 기술 자체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들이
뒤에서 업무보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리사들이 기술소송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
수임료 관리 필요, 침해소송 참여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음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을 참관해보면, 변호사들의 특허법 지식이나 특허기술 설
명이 상당히 부족해보임. 변리사의 변론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비변리

사무소 미설치한 상태에서 허위 주소지상에 전화번호 등록 후 사건 유인하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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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리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
타 영역의 자격증 없는 사람의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가 있기를
희망
변리사 자격을 대여한 사무장 사무소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
온라인으로 저가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해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

행위

비변리사의 수임행위, 비법인의 편법적 다수 지역사무소 운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변호사의 무등록 변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변리업계 명세사 퇴출 필요
비변리사가 해외 상표･특허 출원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대응 필요
저가 온라인 상표･특허 출원사이트의 피해사례를 모아 수요자들에게 공지하고 수요자
들에게 저가사이트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광고를 많이 내보냈으면 희망
IP컨설팅(선행조사/RnD/침해판단/아이디어고화 등) 관련 비변리사의 업무행위를 막
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고비용으로 저품질의 결과물을 내고 있으며 해당
파트를 변리사 등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전반적으로 기업의 특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고, 수요공급 법칙에 따른 업계포화
상태로 사무소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저가 경쟁으로 스스로를 깍아 먹는 업체가 너무 많음(특히 상표)

윤리

변리사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시장질서가 갈수록 문란해져서 먹고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덤핑 행위
감시, 직역침탈 방어 등의 조치가 절실
과대 또는 허위 광고 금지 필요

징벌적 손
해배상

특허 명세서 수가 상승은 그냥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음. 근본적으로 특허침해
배상액 인상 등의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
특허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필요
정부 과제 진행에 있어서 파악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를 희망

정부과제

정부과제비용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관납료까지 포함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납료
대납까지 사무소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통과될 확률이 적은 소송대리권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과제부터 개선해 주시기를 희망

의무연수

의무연수제도 폐지 및 축소운영 필요(시간 1/2 줄임)
의무연수는 비효율적이므로 반드시 없애주기를 희망

기타

변리사회가 회원변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음
상표의 유사판단/식별력 같은 걸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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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도 관련 건의사항
리사들이 유사/비유사 또는 식별력 있음/없음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기를
희망(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산학, 공공기관 등의 미수금이 누적되며 1년이 도과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분석 프로그램 개발하여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희망
변리사회에서 자체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술평가팀(변리사로 구성)을 만
들어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인식될 필요(현재는 발명진흥회에 종속되어 있음)
특허청과 변리사회 간에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희망
변리사회 발행 ‘특허와상표’ 신문의 제호를 ‘변리사’로 바꿀 시대가 성숙되었다고 생각
특허청의 쓰레기 특허를 양산하는 정책과 등록률 관리 정책 등은 지양할 필요
기술발전의 국제적인 실정을 반영하는 데에 국내법이 다소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
는 것 같고, 특히 최근의 기술은 소프트웨어(4차 산업혁명의 제품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
될 것입니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법은 프로그램을 매체에 저장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특허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법리가상이하고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보
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정부(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지원 정책들은 주관기관(전략원 등)
풀에 등록된 사무소에 접근 가능하나, 소형 사무소의 경우 풀에 등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객이 해당 정책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출원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은 기업체에서 협업하는 사무소와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가 사건에 관하여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함
특허청 심사관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대리인을 대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하여 일본처럼 변리사 대리가 되기를 희망

41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정리
(1) 변리사 업무현황
○ 특허 출원 건당 평균 투입 시간 및 단가 : 대체로 출원 비용이 올라갈수록 투입
시간도 늘어나는 추세
○ 출원비용별 업무프로세스 : 출원비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
○ 특허출원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비중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기술개발 이후의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

(2) 변리 업무범위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선행기술조
사 분석 순으로 나타남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등 기존의
업무 외에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가치평가 업무 확대 희망

(3) 의무연수제도 및 건의사항
○ 대부분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
시간 축소 등의 필요성 제기됨
○ 변리사 제도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변리사 수가 현실화, 직역확대, 변호사 자동
자격 제도 폐지, 소송대리권 확보, 비변리 행위 금지, 변리사 윤리 및 품위 유지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과제 관련 문제 해결, 의무연수제도 폐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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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리 서비스업 현안 검토
□ 변리사 및 업무범위 일반
(1) 변리사 개요
○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
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
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현대에는 지식사회
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3)
○ 변리사의 업무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나, 특허권 등이라는 독점
권이 수반되는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독점권인 권리의 측면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음
○ 변리사의 업무는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고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
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
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어 업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2) 변리 업무범위
○ 권리취득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권
등의 권리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
성, 특허 출원 이후의 심사에 대한 대응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아이디어
나 기술이 특허권 등이라는 독점권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임
○ 권리활용 업무는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활용하여 고객의 비즈니즈를 성

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Annual 2014, The 21st Century Patent Attorne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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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제3자가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경우 독점권 침해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심판, 소송 대리
등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이라는 독점권 자체의 이전을 통해 고객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이전 업무 및 라이선스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함
○ 권리방어 업무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3자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로, 각종 심판 및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함
○ 이외에도 변리사의 업무는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과의 침해 여부를 감정하
는 감정 업무, 특정 기술 또는 특정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가치평가
업무, 특허 등의 분석을 통해 고객의 기술 개발 방향을 컨설팅하는 업무 등을
포함함

□ 변리업 시장의 환경
○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과학기
술을 무기화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분쟁사례는 증가되
고 있는 추세여서 변리사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대기업들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의
위상을 짐작케 함
○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매년 200명 이상 선발되고 변리사 영역 진
출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변리업계의 경쟁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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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시험 합격자 현황 ]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1947

2

0

1993

30

23

1963

8

5

1994

30

22

1964

1

0

1995

30

23

1965

1

0

1996

60

40

1967

1

1

1997

71

50

1969

2

2

1998

80

60

1970

1

0

1999

81

72

1971

3

1

2000

121

95

1972

2

2

2001

200

159

1973

2

0

2002

202

153

1976

4

3

2003

204

145

1978

6

4

2004

200

146

1979

12

9

2005

203

137

1980

12

5

2006

225

146

1981

7

7

2007

202

145

1982

4

3

2008

219

140

1983

3

3

2009

226

139

1984

8

4

2010

244

144

1985

5

3

2011

240

138

1986

11

10

2012

235

131

1987

15

15

2013

222

102

1988

19

11

2014

216

79

1989

14

10

2015

218

56

1990

19

19

2016

211

28

1991

30

23

2017

210

0

1992

30

23

2018

-

-

* 출처 : 특허청 자료(`18.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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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몇몇 대형 특허법인의 시장 과점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르
텔일괄정리법4) 시행에 따른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 자유화 이후 변리사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세한 특허법률사
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있음
○ 현재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수임 단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인 업무를 통해
도출될 수밖에 없는 변리사 업무의 특성 상 수임 단가의 침체 또는 하락은 변리
업계의 과도한 경쟁 및 침체화를 야기함
○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고객이 대기업 및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인 경우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변
리업계는 수임 단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
○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변리사의 업무 중
권리취득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수임 단가는 사건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
나 대체로 정해진 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자율에 맡겨져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됨
○ 그러나 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어 고품질의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며, 매 사건마다 수임 단가에 대한 협의로 인하
여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고 있는 실정임

□ 변리사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소) 또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
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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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2) 변리사 수가 구조 문제점
○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
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
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가의 자
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
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
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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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가. 특허품질과 변리 서비스의 관계
□ 특허품질의 일반론
○ 특허품질은 당사자에 따라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발명에 대한 품질 또는
특허명세서에 대한 품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히, 특허명세서의 품질은 또한 발
명의 상세한 설명의 품질, 청구범위의 품질을 말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심사
의 품질을 말하기도 하며 심판의 심결이나 소송 판결의 품질을 의미할 수도 있음
○ 특허품질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제품을 생산하던 중 등장
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금지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
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특허출원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동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특허심사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보유한 특허가 많더라도 독창성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없으면 동 특허에 대한 양도 및 라이센싱 또한 어렵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어, 애당초 자금을 들여 특허를 획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도 특허품질을 도외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1) 기술품질
○ 기술품질이 우수한 특허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기술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IP 전략과 연계되어 연구개발 되는 특징
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예산 및 이를 통한 IP 창출은 꾸준히 증가하
고는 있으나 그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우수 특허 창출로 이어진 비율은 16.2%에 불과, 외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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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한 우수 특허 비율 38.3%보다 낮은 수준5)

(2) 출원품질
○ 특허품질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특
허는 특허명세서상 권리범위 설정이 적정하고, 발명의 해결과제가 논리적으로 기
술되어 있고, 실시예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기재된 출원품질을 갖고 있음
○ 특허권은 발명과 형식의 내용을 이루는 특허명세서의 결합이고, 특허명세서는
특허청구항과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과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특허청구항은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짐6)
○ 발명의 해결과제는 특허발명의 발명 이전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서술하는 것
으로, 발명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데, 발명
과 관련된 기술에서 이미 존재했던 선행논문, 선행특허가 나온 배경과 선행기술
이 달성하지 못한 문제점 등, 발명이 달성하려는 해결과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해
야 하고, 심도 있게 서술된 발명의 해결과제는 심사과정에서 진보성 흠결뿐 아
니라 소프트웨어(SW) 특허의 성립요건 불충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
○ 실시예는 추상적으로 기재된 청구항 발명을 구체적인 구현예로 설명하는 부분
으로, 특허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를 참조
해 보충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시예는 청구항의 보충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함7)

(3) 심사품질
○ 특허심사에서 특허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의 주관적 의식이나 확신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될 수
5) [4차 산업혁명 이끄는 특허] ‘특허 빅데이터’로 R&D 성공 높인다(서울경제, 2017.2.13.).
6) 한편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특허출원이 선행기술과 겹치게 돼 거절 및 무효가능성이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음.
7) [IP노믹스] 서일경 변리사 “경쟁력 있는 특허명세서 조건”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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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심사도 특허품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심사과정에서 검토된 것보다 더 나은 선행기술
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유효성이 도전 받을 수 있고, 명세서상 기재
된 청구범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범위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으로 분쟁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8)

□ 특허의 품질
○ 등록 특허권은 명세서상의 특허청구 범위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해지고, 이를 통
해 발명의 가치가 결정되므로 대리인 발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선행기술
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해야 우수한 품질의 특허가 도
출될 수 있음
○ 권리범위와 등록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중 하나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변리 서비스 환경을 고려할 때 강한 특허청구범
위를 가지는 우수한 품질의 특허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 미국은 특허명세서 작성 및 대리비용도 우리의 10배 정도 들어가고 작성기간도
우리의 3배정도 더 소요되는데,9) 2015년 미국 특허청의 평균 심사기간은 약
3.5년 정도로 우리 특허청의 2.8년의 두 배에 다다름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16년 최종심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통계를 보
더라도 미국의 경우 평균 22.6개월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2개월이라는
최단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특허의 유용성이 제일
높은 국가로 고객 입장에서는 결국 종합적인 특허품질이 제일 좋은 국가로 손꼽
히고 있음10)
8) 특허청, ‘국가 특허품질관리 체계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
로’ (2018), 22면.
9) 국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면 보통 1주일에서 1 개월이 소요되는데, 미국 특허법률사무소
에 의뢰해도 약 1주일에서 1개월이내 완료되나, 국내 특허법률사무소는 상당수가 많은 고객이 위임한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시간보다 훨씬 늦게 제공될 수밖에 없음.
10) Mark Schultz & Kevin Madigan, “The Long Wait for Innovation: The Global Patent Pendency Problem”,
Mark Schultz & Kevin Madigan,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orperty, 2016 at p11
( h t t p s : / / s l s . gmu. e du / c p i p / wp- c o n t e nt / u pl o a d s / s i t e s / 3 1 / 2 0 1 6 / 1 0 / Sc hul t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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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실용신안의 침해소송유형 중 침해금지를 200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율은 침해소
송 797건 중 권리자가 승소한 건수(일부 승소, 화해, 조정, 재정 포함)는 217건
으로 원고 승소율이 27%
○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만을 기준으로 하면 133건으로 16.7%에 불과하
였고, 최근 3년간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는 23%에 불과하였으나, 그 내
용을 볼 때 2105년 17%, 2016년 21%, 2017년 2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11)
[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의 승소건 및 승소율 추이 ]

○ 반면에 미국의 원고의 배심원 재판(Jury trial)의 승소율은 74%에 이르고, 승소
가 까다로운 판사 재판(Bench trial)인 경우에도 승소율은 52%에 이르는데 여
기서 승소란 중간에 타협에 이른 사건은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의미
Madigan-The-Long-Wait-for-Innovation-The-Global-Patent-Pendency-Problem.pdf).
11)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2017),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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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막대한 특허침해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으로 80% 정도가 화해로 타결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원고의 승소율이 22.5% 수준밖에 되지 않음
○ 최근 3년간 통계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31% 수준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볼 때
특허 승소의 요인은 특허의 품질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12)
[ 배심원재판(Jury trial) 대 판사재판(Bench trial) ]

○ 이와 같이 우수한 특허를 설명할 때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많은
특허를 등록하였더라도,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등장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특허 등록율의 통계보다 특허권자 승소율의 통계가 더 특허품
질을 나타내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는 판사나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당해
기술에 대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판
단되지 않아서 승소율이 낮은 이유로 드는 반론도 있음

12) 2018 Patent Litigation Study – PwC (http://www.ipwatchdog.com/wp-content/uploads/ 2018/09/
2018-pwc-patent-litigation-stud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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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 서비스 역할
(1) 우수 품질의 특허
○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13) 도래와 함께 관련 신기술 출현
증가, 산업간 융합 가속화가 지속됨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특허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허제품에 의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기술개발
과정에서 특허의 권리범위가 경쟁자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길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우수 특허의 특징을 찾아보면 저품질의 발
명14)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것으로 출원품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가 기업의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특허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특허는 종래기술과 동일하거나, 종래기술에 작은 변형을 가하지만, 특허
명세서 작성기법(draftsmanship)을 동원하여 익숙한 구조를 새롭게 보이게 하
여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임
○ 어느 정도 특허지식을 가진 전문 특허변리사라면 종래기술과 뚜렷이 구별되는
원천특허의 자체의 독창성으로 인해 비교적 용이하게 고품질 특허명세서를 작
성할 수 있을 것임
○ 고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원천기술은 시장에 성
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제공하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게 발생
○ 사실상 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
에 대다수의 발명은 진보성의 경계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독창적인 발명(고품질 발명)일수록 실시업체는 조심스러운 특허조사(IP
13) 다보스포럼 2016, CES 2016, MWC 2016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을 동시에 주목.
14) 고품질 발명을 독창성이 명확하게 뛰어난(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볼 경우, 저품질 발명은 종래기
술과 경합하는(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의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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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ance)를 통해 특허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지만, 작은 변형일수록 실시업
체는 자유실시기술로 인식하여 특허리스크 조사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크다. 이
로 인해 경쟁사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음
○ 한편, 저품질 발명은 사후적으로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가 될 위험성이 있지만,
일단 특허가 등록된다면, 특허분쟁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글로벌 고객사를
통해 침해자인 경쟁 부품업체의 부품공급을 중단시키거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
해 침해자인 경쟁 완제품업체의 제품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침해자인 경쟁업체는 무효 확정까지 소송비용 뿐 아니라 공급중단에 의
한 손해 및 이로 인한 회사의 명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상대적으로
특허분쟁의 역사가 오래되고, 특허명세서 작성비용이 높은 선진국 기업일수록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 한편,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공유되고, 심사수준이 향상된 현재의 상황에서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에 해당하는 특허를 확보하기가 점
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품질의 특허 획득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넓
은 권리범위를 지향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적정선의 권리범위를 확
정하는 것이 필요한 전문 변리사와 사내 IP관리자의 협업이 중요

(2) 변리 서비스의 역할
○ 현재 R&D 과제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복투
자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기술을 강한 특허로 연결시켜주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한 R&D 과제에서 IP 전략 수립 비용을 충당할 재원과 대형 R&D 사업
단의 IP 전략을 총괄할 전문인력이 부족
○ IP연계 R&D 전략에 의하여 창출된 강한 IP로 미래의 틈새시장을 발견･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R&D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원천･핵심기술 획득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P연계 R&D 전략 추진
을 위한 변리 서비스의 역할 증대 필요
○ 높은 품질의 특허명세서를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자에게 기술, 특허, 비즈니스
등의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데, 변리 서비스는 이러한 기술, 특허,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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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최신기술 정보를 용
이하게 습득할 수 있음
○ 특허에 대한 배경지식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해외 선도기업들의 특허명세서
작성 트렌드에 대한 지식으로,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적은 특허명세서 작성비용
으로 명세서를 써야 하는 국내의 변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명세서 작성자가 선행
특허 조사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인데, 특허전문가는 서류상의 신규성 및 진보
성의 관점에서만 특허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는 비즈니스 영역에 존재하며 예기치 못
한 결과, 상업적 성공, 오랜 동안의 수요, 타인의 실패에 대한 배경지식은 특허
의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변리사가 2차적 고려요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경우, 특허명세서의 종래기술
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강조하는 논리적 전
개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은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3) IP관리자의 역할
○ 사내 IP관리자가 일부 변리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IP관리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해당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의 특허만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임
○ 특허품질 제고를 위해서 기술자료 및 선행자료 제공,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은
IP 관리자가 담당하고, 특허청구항의 설계, 각국의 특허법률 및 특허제도의 활
용전략 등의 전문적인 영역은 외부 변리사에게 분담되어야 함
○ 즉, IP 관리자는 단순히 발명제안서의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고 해당 발명의 비즈니
스적인 배경설명 예컨대 해당기술의 시장에서의 요구, 경쟁사들의 동종기술 개발방
향, 개발과정의 시행착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변리사에게 제공해야 함
○ 또한 지속적인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선행특허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무조건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청구항이 아닌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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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된 특허청구항 작성전략을 변리사와 공유해야 함
○ 마지막으로, IP 관리자는 기업이 적절한 수준의 특허명세서 작성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기업은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 확대를 추구하지만 변리 서비스의 경우 이미 충분히 낮아진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임

나.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심층인터뷰
(1) 개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파악･전망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염두에 두어 문항들을 구성하고, 인터뷰 대상
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

(2) 조사대상
[ 조사 기업 및 대상자 현황 ]
구 분
대기업

중견･벤처기업

공공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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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3

3

3

업종 및 직급
전자

수석

화학

팀장, 변리사

통신

책임

생명공학

차장

통신

변호사

전자

전무이사

공공연

그룹장

공공연

박사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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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기업 3곳, 중견･벤처기업 3곳, 공공연 및 대학 3곳 등 총 9개 기업･기관
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3)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
･
･
･
･
･
･
･
･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선행기술조사 방법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기타 의견

비 고

질문/답변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대기업) 연구 전단계에 걸쳐 연구개발자, 기업내 특허담당자, 대리인이 정기적
미팅 및 협업하여 출원･등록 및 조사･분석 실시
- 연구개발 시작 단계(주제조사를 통한 특허동향 파악)
- 연구개발 전체 단계(특허출원 준비~등록, 특허출원전 및 특허포트폴리오 전
략 마련을 위한 선행 주요출원인 특허 동향 파악 및 분석)
- 연구개발 Pilot 이후 단계(Risk Management를 위한 특허 분석)
○ (중소･벤처기업) 회사 경영 및 신시장 진출 등 지식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단계
에서부터 해당 IP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 탐색
- (원천 기술)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대리인과 직접적인 면담을 하
고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인 경우 사내 과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대리인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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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통해 특허로서의 기술가치 등을 확인하고 특허회피 전략을 함께 확인
- (개량기술 또는 기타) 어느 정도 제품의 스펙이나 장비의 초안이 나와 직접
구동이 가능한 경우 개발팀에서 해당 특허의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대리인과
서면으로 진행
○ (공공연･대학) 발명완성단계에서 대리인과 만나는 것이 일반적
- (연구 초기) 사업화 진행을 원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부터 선행문헌 검색
등 특허 회피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한 후 연구 진행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2)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대기업) 대리인 공개 모집 공고, 계열사들에 대리인 정보를 요청, 그룹내 공유
하는 대리인 풀 정보 활용, 또는 특허팀 구성원들이 기존에 접해봤거나, 평판이
좋은 대리인들을 온･오프라인 정보 이용하여 찾음
- 필요한 대리인 찾는데 어려움 없음
○ (중소･벤처기업) 회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업무 분야와 무관한 경우가 거
의 없기 때문에 대리인 선정시 회사 업무 분야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출원
경력 등을 고려
- 대리인 선정시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리인 또는 동종 업계 회사의 추천 등을 통해 진행
* 외부의 특허 교육이나 간담회, 과제 등을 통해 접촉하게 된 대리인을 통하여 신규 출원
건을 맡겨보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진행

-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적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벤처기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대리인 선정하기도 함

○ (공공연･대학) 출연연, 기업의 변리사에 문의하거나 전담 특허사무소 공고를 내어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역량 평가 후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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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자 등 전문경
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 밖에 없음
* 예를 들면, 5G 표준, 동영상 표준, IT-바이오 융합 기술 등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3)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대기업) 후보 대리인들의 변리사 구성, 변리사 수, 전문 기술 분야, 특징, 장점,
단점, 수가 들을 참고하여 위임을 결정
- 경쟁사의 대리업무를 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테스트로 선행기술 검토
나 명세서를 드래프팅하여 그 품질을 보며, 출원 과정의 업무방식도 점검
○ (중소･벤처기업)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임하
고 있으며, 특허사무소의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 대리인의 역량을 확인하거나 등
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찾아 역량을 확인
- 경쟁사의 대리인은 위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음
○ (공공연･대학) 변리사 전공, 경력, 전공의 변리사, 전문 연구원의 전담 인력수
등을 고려
- (출연연) 사업화 가능한 특허 출원을 위해 기업 특허출원 업무 경력 사무소
선정
- (대학) 소규모이더라도 대표변리사, 파트너변리사들이 실무를 하는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대규모의 경우, 수가가 낮아서 사건 수임을 거
절하는 경우가 있음)

(4)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가
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타임차지(Time charge)로 운영
- 수가는 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업무항목을 나누고 평균 시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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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항목별 수가가 정해지며, 비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타임차지 방식을 별도
설정하여 정해짐
- 수가가 위임결정의 중요 요소는 아니나, 가성비가 우수한 업체에 배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과 위임료를 별도로 협의함
* 명세서 작성시 유사 특허가 발견되어 특허청구범위 확정이 까다롭거나 해외출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임료는 대리인의 경력과 더불어 대리인 선정시 중요한 기준
* 벤처기업의 경우 수가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 위임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음

○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명세서 내용은 연
구원이 직접 작성
- (대학) 수가가 낮기 때문에 연구실별 담당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사한 기술의 출원을 위임함으로써 대리인의 위임건수를 보장하고 업무효율
성을 높이고 있음

(5)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대기업) 면담은 주로 연구자･IP관리자･대리인 3자간에 이루어지나, 사안에 따
라서는 연구자･대리인, IP관리자･대리인 간에도 일부 이루어지기도 함
- (연구자･대리인) 면담은 직무발명 상담, 권리범위 설명, 특허출원 위한 기술적
내용의 논의, 명세서 보완 위한 실시예 논의, 청구항 보정안 논의가 필요에
따라 진행되나 IP관리자가 거의 함께 참여
- (IP관리자･대리인) 대리인이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로 논의하여 방향성에 맞는 결과물 제공하나, 특허성 분석, 리스크
분석 등 전문영역의 경우 대리인 의견 존중
○ (중소･벤처기업) 권리범위와 관련해서 대부분 연구와 특허에서 중요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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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연구자･IP관리
자･대리인 3자간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관리자･대리인) 변리사에 권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
하면, 이후 명세서에 대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발명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직접 검토 받아 진행
*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력이 풍부한 대리인에 의해 발명자가 요구하는 부분뿐
만 아니라 선행기술과 비교한 의견들을 적절히 제시하여 명세서 작성 진행

○ (공공연･대학) 연구자가 3자 미팅, 양자(연구자･IP관리자 또는 연구자･대리인)
미팅에 대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컨설팅 방식과 서면 방식이 있으며, 컨설팅 방식은 특허의 설명과 요지 등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수 특허의 경우 컨설팅 방식
으로 주로 추진
- (IP관리자･대리인) 발명 심의를 진행하여 기술성, 상용화, 특허성 분석의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는 모두 담당 변리사와 공유하여 의견을 조율

(6)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 시 논의사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질이 달라짐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명세서 품질을 평가하고, 각 기
술 카테고리별 담당 변리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
○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
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동일 여부도 중요
- 대리인 사무소의 팀 구성에 따라 명세사나 다른 변리사가 서류 작성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회사가 위임한 특정 대
리인이 수행하기를 희망
* 벤처기업의 경우 변리사가 전적으로 지시하고 보완이 이루어져 중요하지 않게 생각

61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공공연･대학)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 실제 명세서 작성은 명세사나 신입
변리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담한 대리인이 이들 명세사, 신입 변리사에
게 면담 내용을 잘 전달하여 명세서가 잘 작성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7) 선행기술조사 방법
○ (대기업) 선행기술 조사는 외주가 아닌, 명세서 작성 담당 대리인에게 출원의뢰
를 하며, 담당 대리인이 명세서 작성전 먼저 수행하는 업무로써, 그 결과에 따라
출원 여부와 명세서 작성 여부도 결정
-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사함
○ (중소･벤처기업) 회사가 특허 출원을 외부 대리인에 위임하게 되면, 위임 이후
는 회사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이 전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회사와 협의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관련 재위임을 하며, 회
사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후 출원 진행 여부 결정
- (사내과제) 사내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선행기
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내과제의 방향을 설정
- 사내과제가 완료되어 이후 특허로 출원되어야하는 시점에 특허사무소에서 추
가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
○ (공공연･대학) 출원을 담당할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며, IP관리자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검수함
* 선행발명과 본발명의 차이점, 특허 외 논문 등 기술자료 누락 여부 등

- (공공연) 발명자가 유사 특허를 검색하고 중복 또는 유사 기술이 있는지 검색
을 수행하기도 함

(8)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대기업)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
되고, 출원인이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하거나 자료를 보완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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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이에 대해서 대리인은 추가답변 또는 추가조사를 진행
- 필요한 데이터는 출원인이 보완하여, 보완 형식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조언함
○ (중소･벤처기업)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 유사 특허를 발견하여 회사
에 보고하면 회사는 특허의 개량 가능 여부에 따라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
* 기술적인 데이터 보완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 사항인지 또는 제3자의 특허권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피설계의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등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짐

- (기술적 데이터 보완) 출원인(연구자)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회피설계) 제3자의 특허 청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짐
*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는 변리사가 제시하지만 기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발명자이므
로 발명자에 의해 보완이 이루어 짐

○ (공공연･대학) 데이터 보완 여부는 선행기술조사시 대리인이 진보성 해소를 위
한 등록 방안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발명 심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요청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 등급으로 심의 결과가 연구자에게 발송
- 연구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보완을 한 후에 재심의 신청을 하고 이
를 바탕으로 발명 심의에서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
- (대학) 연구자, IP관리자, 대리인이 상담을 통하여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도
출하고, 대리인은 차별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연
구자에게 요청, 연구자는 데이터 등을 보완

(9)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대기업) 대리인은 선행기술조사 결과 분석을 하여 출원 적격성이 없는 경우 포
기 요청을 하며, 활용 가능성 없는 권리범위 설정을 지양하고 있음
- 권리범위 1차 설정은 대리인이 하지만 IP관리자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수
정하여 확정함
- 특허심사 대응 과정에서도 선행문헌 극복을 위한 권리범위 보정은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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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안을 제시하지만 IP관리자가 활용성･등록가능성 측면에서 리뷰하며 발
명자도 발명의 핵심사항과 권리범위를 비교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함
○ (중소･벤처기업) 추후 회사가 특허 등록 결정 후 특허권 행사시 특허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대리인간 적절한 커뮤니케
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대리인 역시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
- 대체적으로 현재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과정에서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
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거절이 지적되지 않은 청구항을 일방적
으로 병합함으로 인하여 좁은 권리 범위로 등록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 및 보정안을 발명자와 출원인에게 우선 검토를
받아 진행하며 되도록이면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연･대학) 최근에는 쓸모 없는 특허에 대해 특허를 유도하는 사무소의 경우
다음 협약시 배재하여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지 않고 있고, 쓸모 있는 특허
를 만들기 위해 IP 담당자가 모든 건에 대해 출원 전의 특허 전략, 쓸모없는 기
술에 대한 특허 미진행 등을 결정하여 대리인과 협의
- 선행기술조사시부터 청구항을 예비 설계하여 발명 심의 시에 여러 전문가들
과 청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

(10) 기타 의견
○ (대기업) 출원등록 업무 외에, 회사에서 사업출시를 하기 전 침해될 수 있는 특
허들을 선행 조사하는 영역이 변리사들에 의한 전문화
- 라이선스가 없으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특허업무 종사자들이 변리사 지원
시 가점을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변리사에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유리
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필요
- 사건을 위임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영속성이 변리사에게는 부족하여
웬만하면 장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업무는 변리사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 실정
○ (중소･벤처기업) 기업의 입장에서 대리인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회사가 더 다양한 변리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예를 들면,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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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조인 업무분야별 검색 등) 마련 필요
- 최근의 기술동향이 보여주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변리
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전자, 전기, 기계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만
화학과 바이오, 의약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 분야별로 선발 인
원을 정하여 변리사를 선발하는 방법 제언
○ (공공연･대학) 특허 출원 전 사업화 전략 수립 전문 변리사 필요
- 청구항이나 출원 범위에 대한 가이드/컨설팅/멘토링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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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 우리나라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연수기간과 이수시간
○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법 제15조)
○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
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제7조)
○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조)

(2) 연수방법
○ 연수방법은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로 이루어지는데, 집합연수는 연수교육 대상
자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및 영상교육을 통하여 이루
어지며 온라인연수는 변리사회에서 승인한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
루어짐(동 규칙 제2조)
○ 온라인연수는 2년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다만 지방소재 사무소에 근무하
는 변리사는 2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8조)

(3) 미이수자의 처분
○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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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①견책, ②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
법 제17조)

□ 일본의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신인연수
○ 실무수습을 수료하여 변리사 등록을 마친 사람(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
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보충하기 위한 연수로, 연수내용
은 심판 절차나 감정･판정 실무, 외국 출원 등 변리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가 많음

(2) 변리사 육성회
○ 숙련된 변리사가 오랜 경험에서 취득한 특허 명세서 작성의 노하우를 세미나 지
도형 수업과 100시간의 지도를 통하여 신인 변리사에게 전승하는 연수임

(3) 계속연수15)
○ (연수목적) 최근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국제화와 기술의 고도화･복잡화가 진행
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는 고도의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 변리사회가 행하는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법 제31조의 2)
○ 일반적으로 변리사업계에서 ‘연수’라고 하면 이 ‘계속연수’를 말하며 국가 및 지
정수습기관이 실시
○ (연수기간과 이수단위) 계속연수는 변리사 등록이 된 다음 해 4월 1일을 시점으
로 출발하여 5년간이 하나의 연수기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소정의 70단위를
이수해야만 함
- 단위의 계산은 강의 연수 1시간을 1단위로 하고 연수 방법별로 변리사회가 정
15) 日本弁理士会, 研修所継続研修ガイドブック, 平成27年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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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에 따르는데, 5년간의 연수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5년의 연수기간이 시
작되며 원칙적으로 변리사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
- 일본변리사회 이외의 외부인증기관의 연수와 지적재산 관련 강사활동, 그리
고 저작물 집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법시행규칙 제25조)
- 외부인증기관의 연수는 연수시간 1시간을 1단위로 기준으로 하여 30단위까
지 인정되며 30단위를 초과하면 0.5단위로 취급하고 지적재산관련 강사활동
과 나중에 설명하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에 관한 능력담보연수(이하, ‘능력
담보연수’라고 함)도 같은 기준으로 10단위까지 인정함
- 한편, 저작물 집필의 경우는 5000자를 1단위로 하여 10단위까지 인정함(각 계
속연수실시세칙 제11조제2항, 동 세칙 제12조제3항, 동 세칙 제13조제2항)
○ (연수종류) 계속연수는 크게 윤리연수와 업무연수로 나누어짐(일본변리사회회
칙 제57조)
- (윤리연수)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변리사 윤리’, ‘업무 윤리’, ‘변리사 보수’에
관한 연수로, 계속연수의 70단위 중 10단위를 차지하며, e-러닝연수 5단위
와 집합연수 5단위로 나누어진다. 집합연수는 5년의 연수기간의 마지막 해에
몇 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그룹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짐
- (업무연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업무연수만으로 윤리연수 10
단위를 제외한 60단위를 취득해야 함
∙ (필수과목)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산업재산권법과 심사기준의 개정 설
명회나 조약, 지적재산정책 등이 해당하며 변리사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
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 (선택과목) 변리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나 외국출원관련업무, 주변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등 국내외의 지적재
산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해당되나, 다만 윤리연수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0단위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목의 연수로서는 주로 집합연수, e-러닝연수 및 인증외부기관연수가
있으며, 집합연수는 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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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TV송신을 통하여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e-러닝연수는 일본변리
사회 웹 사이트에서 회원 전용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주문형 형태로 수강함
∙ 업무관계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상담을 받는 등의 경우에 사무
실 PC로부터 바로 관련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e-러닝연수에는
수회의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진
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인증외부기관연수는 일본변리사회가 인정하는 외부기간이 주최
하는 연수이며 형식은 집합연수와 같고 수강 후 소정기간 내에 200자에서
400자의 레포트를 제출해야 함
∙ (미이수자의 처분) 연수기간 수료 시에 필수단위수가 부족하거나 수강기간
이 지난 미이수 필수과목이 있는 자에게는 수강 권고를 하고 수강권고를 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예정통지의 통보를 통
하여 ①경고(戒告), ②2년 이상의 권리정지, ③징계청구, ④탈퇴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일본변리사회회칙 제49조제2항)
∙ 당해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처분의 집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한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동 회칙 제57조의 2). 2013년의 처분자수는 경고가 19명,
2년 이상의 권리정지가 7명으로 합계 26명임16)

(4) 능력담보연수
○ 능력담보연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을 치기 위한 연
수이며(일본변리사법 제15조의 2), 특정침해소송이란 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
는 자에 대한 소송을 말하며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선
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능력담보연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능력담보연수에 앞서 행해지는 ‘민법･민사 소송
법에 관한 기초 연수’를 수강함으로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 많음

16) 전게서 각주(1), ｢弁理士白書について｣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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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담보연수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격주로 행해지며 소장이나 답변서의 작
성 방법 등의 강의로 이루어지고, 수료하면 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의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특정침해소송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 및 실무능력에 관한 연수의 총
시간 수는 45시간 이상임(법시행규칙 제13조)

(5) 지재 비즈니스 아카데미(IPBA연수)
○ 주된 변리사의 업무를 넘어 정부의 지재인재 육성계획이나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추진에 맞는 지재경영/사업 기초지식이나 고도의 전문지재인인재양성을 목적으
로 하는 연수로, 기업경영분석 등의 연수를 통하여 지재경영 컨설팅이나 기업의
지재전략정책에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음

□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일본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연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무상 교육이며 변리사로서 커리어플랜을 세우기 위한 역량
강화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무연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무연수제도가 일본의 계속연수제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은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재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
는 의무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무연수기간이나 연수내용의 전체적인 틀에 관해서는 일본의 제도운영이 세분
화되어 있는 등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이것이 변리사의 자질 향상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임
○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특허청도 일본의 IPBA연수에 유사한 ‘IP-ACADEMY’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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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
수인지가 문제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
관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
가 필요하다고 봄
○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
이수자가 지속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17), 의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거나 변리사의 법령 준수의식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하여 일본은 금전적인 처벌제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
고나 권리정지 등의 징계 처벌을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연수의 중요성을 자
각하게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징계 처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의무연수의 이수를 강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 우리나라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1) 위원회의 명칭 및 근거･성격
○ 명칭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 근거 : 변리사법 제16조
○ 성격 : 심의 또는 의결

(2)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업무(동법 제16조 제1항)
○ ｢변리사 자격취득｣의 심의 또는 의결
-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17) 특허청은 ’16년부터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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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
○ ｢변리사 징계｣의 의결
-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3) 위원의 구성(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 위원 9명 : 위원장 1, 위원 9
○ 위원의 구성
- 위원장 : 특허청 차장(당연직)
- 위원 : 특허청장이 다음의 4가지 유형에 한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특허청소속공
무원,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징
○ 동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업무는 변리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에 한정하고 있으므
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업무 및 역할의 강화방안
등을 위한 변리사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이 없음
○ 위원회는 특허청 차장이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산업재산정
책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등 특허청 공무원이 3명으로 지나치게 관 위주로 구
성되어 있고,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변리사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 변리사의 자격취득 및 징계는 그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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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1)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체계
항목

근거

변리사 자격
변리사 제도개선
징계 제도

변리사
징계

경제산업성설치법
(経済産業省設置法)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
산업구조심의회(産業構造審議会)
↓
지적재산분과회(知的財産分科会)
↓
변리사제도소위원회
(弁理士制度小委員会)

통상산업대신
(특허청장관)의
징계

변리사법
제32조(징계종류)
제33조(징계절차)
제34조(징계조사 권한)
제36조(징계처분 공고)
제54조(특허법인 징계)

∙ 심의회(변리사제도소위원회)
의견청취
∙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경제산
업각료에 따르는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
기준

변리사회의
처분

변리사회칙
제49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7조 제2, 3항
제57조의 2
제57조의 2의 2
변리사법
제35조(등록말소 제한)

-

(2) 산업구조심의회와 지적재산분과회
○ 근거
- 경제산업성설치법 제6조에 근거해서 중앙부처재편에 따라 2001년 1월 6일에
설치된 심의회임(다만, 그 이전에도 동명의 심의회가 존재했음)
- 동조 제1항 제1호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자문에 따라 산업구조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그 외의 민간의 경제활력 향상 및 대외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18)이
라고 규정하고 있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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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 제6호에는 “특허법(소화34년 법률제121호)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
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20)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산업구조심의회의 조직, 소관사무 및 위원 기타 직원, 기타 산업구조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정령에 따라서 ｢산업구조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분과회(구 지
적재산정책부회)｣가 있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있음
- 일본정부의 중앙부처재편에 의해서 기본정책형 심의회와 법시행형 심의회가
정리 합리화됨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2013년 7월에 심의회의 조직 재검토를
실시하여 구 지적재산정책부회를 ｢지적재산분과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현재 ｢지적재산분과회｣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책심의기능을 담당하는 ｢분
과회｣(현재 8개21))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제산업성설치법 제1조 제1호 및 6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18) 経済産業大臣の諮問に応じて産業構造の改善に関する重要事項その他の民間の経済活力の向上及び対外経
済関係の円滑な発展を中心とする経済及び産業の発展に関する重要事項（次号から第四号までに規定す
る重要事項を除く）を調査審議すること.
19) 산업구조심의회의 업무
(1) 산업구조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그 외의 민간의 경제 활력 향상 및 대외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
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할 것
(2) 할부판매, 론 제휴 판매, 할부 구입 알선 및 선불식 특정거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것
(3) 상품 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할 것
(4) 소비생활용 제품의 안전성 및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연쇄판매거래 및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할 것
(5) 공장입지법, 공업재배치촉진법,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항공기공업진흥법, 자전거경기법 및 소형자동차경주법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할 것.
20)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の規定によりその権限に属させられた事項を処理すること.
21)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적재산분과회에는 (1) 변리사제도소위원회, (2) 특허제도소위원회, (3) 심사기준전문위원
회, (4) 상표제도소위원회, (5) 의장제도소위원회, (5)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 (6)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
한 소위원회, (7)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 (8) 정보보급활용소위원회 등 8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74

Ⅱ. 연구 내용



(3)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 업무
- 변리사 자격
∙ 변리사자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
- 변리사 제도개선업무
∙ 업무범위
∙ 변리업무로 할 수 밖에 없는 사건
∙ 특허법인제도
∙ 변리사정보공개
∙ 그 외 변리사제도관련 사항
- 징계
∙ 변리사 징계제도(예,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 기준｣의 심의)
∙ 통상사업대신이 요구한 징계의견의 작성제출(변리사법 제33조 제5항)

○ 구성(민간인)
-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2명
- 일본지적재산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2명
- 일본상공회의소 1명
- TLO(기술이전기관) 1명
- 대학교수 5명
- 일본변리사회 2명
- 일본변호사회 1명
- 법원 1명
- 언론인 1명

75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검토(평성30년; 2018년 10월 기준)
-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13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
∙ 일시：평성 30년 1월 29일(월) - 평성 30년 2월 14일(수)
∙ 장소 : 서면 심의
∙ 의제
∙ 표준･데이터와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의 이상적인 자세(안)
∙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경제산업각료에 따르는 징계처분에 관한 운
용 기준
∙ 소위원회의 참석자22)

○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12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
- 일시：평성 29년 12월 25일(월) 13:30-15:30
- 장소 : 특허청 청사 7층 회의실
- 의제
∙ 표준･데이터와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의 이상적인 자세(안)
① 표준과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의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
② 데이터와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의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
③ 변리사에 의한 표준･데이터와 관련되는 중소기업 지원의 이상적인 자세
22)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弁理士制度小委員会 委員名簿(14명)
相澤 英孝
一橋大学大学院国際企業戦略研究科教授(소위원장)
蘆立 順美
東北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飯田 香緒里 東京医科歯科大学統合研究機構教授
市毛 由美子 日本弁護士連合会日弁連知的財産センター副委員長･弁護士
井上 由里子 一橋大学大学院国際企業戦略研究科教授
加藤 実
一般社団法人日本知的財産協会常務理事･花王株式会社研究開発部門 知的財産主幹
木戸 良彦
日本弁理士会副会長･弁理士
櫻井 武志
東京ブラインド工業株式会社代表取締役社長
髙倉 成男
明治大学法科大学院長
長澤 健一
キヤノン株式会社常務執行役員知的財産法務本部長
南 孝一
一般社団法人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理事長
宮島 香澄
日本テレビ報道局解説委員
森岡 礼子
知的財産高等裁判所判事
渡邉 敬介
日本弁理士会会長･弁理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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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 [물건이나 기술이 연결되는 산업사회(커넥티드･인더스트리)가 출현하고 있
는 중, 표준이나 데이터를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 산업경쟁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과제가 되
고 있다. 특히 내부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표준화나 데
이터의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유익한 조언이나 지견을 주는 외부 인재, 그
중에서도 변리사에 대한 기대는 큼
∙ 이러한 인식 아래, 당소위원회는 표준이나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에 이바지
하는 환경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새
로운 업무를 변리사법상 명확하게 자리 매김을 해야 할 취지의 제언을 하였
으며, 또 이러한 업무를 실제로 중소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서도 몇 개의 구체적 제언을 하였음
∙ 이번 업무범위의 확대에 의해, 변리사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종래보다 무거
워지는 것은 분명한데, 산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완수
해야 할 능력이 있는지, 또, 실제로 완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시선이 던져지게 될 것임
∙ 만일 제도개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변리사가 표준이나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우리나라 산업사회로부터 그 성과가 넓게
인지되도록 하지 않으면 그 의의는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도 있음
∙ 일본변리사회 및 변리사는 제도개정 후에 스스로가 완수해야 할 역할에 대
해 재차 재인식해, 연수의 충실 등에 의한 인재의 육성･확보나 관련한 정보
의 제공･공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 또 특허청은 제도개정 후,
문제점이 있는 시기에 일본변리사회의 대처나 그 성과에 대하여 폴로 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산업계에 정보 제공해야 함]
○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11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
- 일시：평성 29년 12월 12일(화)10: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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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특허청 청사 7층 회의실
- 의제
① 데이터와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의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안)
② 데이터 이용과 활용 촉진을 향한 검토중간 보고(안)
○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10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
- 일시：평성 29년 12월 12일(화)10:30-12:30
- 장소 : 특허청 청사 7층 회의실
- 의제
① 표준화의 프로세스와 지적재산･표준화 전략
② 일본 변리사회에서의 표준화에 관한 대처
③ 표준과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의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
④ 표준과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의 이상적인 자세에 관한 의견
⑤ 특허청 산업재산권제도문제조사연구 ｢변리사의 업무의 실태 등에 관한 조
사 연구｣중간 정리(안)
⑥ 표준과 관련되는 업무에의 변리사 관여에 대한 히어링 조사를 통해서 얻은
주요 의견
○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9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
- 일시：평성 29년 3월 24일(금)13시 30분 개회
- 장소 : 특허청 청사 7층 회의실
- 의제
① 일본 변리사회의 대처: 적정한 업무 수행과 중소기업 지원
② 변리사 제도에 관한 최근 과제에 대해
③ 중소기업이 경험한 변리사 사례와 제언(○○위원)
④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리사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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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리사 징계
○ 변리사 징계의 유형
구분

변리사법에 의한 징계

변리사회칙에 의한 처분

목 적

국민의 공익적 목적

회원의 자치적 목적

근 거

변리사법 제32조
- 변리사법과 동법에 근거한
명령 위반

변리사회칙 제49조 제1항
- 변리사법과 동법에 근거한 명령위반,
- 또는 변리사회 회칙 및 동 회칙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변리사회의 질
서 또는 신용을 해하는 경우

청구자

(1) 누구나 청구가능(제33조제1항)
(2) 직권 청구(제33조제3항)

(1) 누구라도 청구가능(회칙제50조)
(2) 직권 청구(회칙제55조제1항)

[변리사법 제32조]
(1) 경고
(2) 2년 이내의 업무 정지
(3) 업무금지

징계
/처분
종류

[변리사법 제54조(특허업무법인)]
(1) 경고
(2)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특허업무법인의 해산

(1)
(2)
(3)
(4)

경고
회원권한을 2년 이내 정지
경제산업대신에게 징계청구
회원탈퇴(회칙제49조제1항)

청구처

경제산업대신

변리사회장

징계권자

경제산업대신

변리사회장

○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의 징계절차(변리사법 제33조)
- 징계절차(변리사법 제33조)
① 누구나 또는 직권으로 징계 청구
② 징계청구에 대한 사건의 사실을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
③ 경제산업대신은 사건에 대한 조사
④ 경제산업대신은 징계의 유형(변리사법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
⑤ 경제산업대신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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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제산업대신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후에 “상당한 증거
에 의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
산분과회-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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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경제산업각료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2008년 7월 일부개정 : 2014. 07. 24
2014년 8월 일부개정 : 2017. 12. 19
2018년 1월 4일(일본 특허청)

변리사법 (2000년 4월26일 법률 제49호) 제32조에 근거하는 경제산업각료의 처분에 관
계되는 운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각 조치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1.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 (이하 ｢변리사 등｣이라고 한다. ) 의 법령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가) 변리사법에 근거하는 벌칙, (나) 동법에 근거하는 경제산업대신의 징계
처분, (다) 일본변리사회의 회칙에 근거하는 처분이 있고, 이것들이 각각 적절하게 역
할을 짊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은 공익적 견지로부터 하는 것이며, 다른 방면, 일본 변리사
회의처분은 자치적 견지로부터 하는 것과 기능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비위행
위에 대해 양자는 중복해서 적용될 수도 있다.
제 2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징계처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처분의 종류
(1) 변리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32조에 있어서, 변리사가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 또는 변리사 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
이 있었을 때는 경제산업대신은 ｢경고｣, ｢2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업무의 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54조에 있어서 경제산업대신은 특허업무법인이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하고, 또는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
고 인정되었을 때는 그 특허업무법인에 대해 ｢경고｣,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 정지｣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서, 종래 ｢2년 이내의 업무 정지｣라고규정
하고 있던 바, 변리사법의 개정에 있어서, ｢2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라고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산업재산권 절차의 특징으로서 사건이 장기간 계속하
거나 혹은 특허청으로부터 지령 등의 통지에 대해 단기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
으면 권리의 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징계해야 할 사안
에 따라서 의뢰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예를 들어 일부 계속 중의 업무에 한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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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후에도 계속하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근거로 하여 안건에 걸 맞는 유연한 대응에 의해 운용해 가는 것으로 한다.
2. 처분의 사유
(1) 변리사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변리사법의 규정으로부터, A 변리사
법 또는 변리사법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 B 변리사인 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있었을 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또한, 종래는 상기 A만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법에 직접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사안
이며 중대한 비행에 대해서는 변리사법 제29조 제50조의 ｢신용 실추 행위｣로서 대
응하고 있던 바, 변리사법 개정에 있어서, 상기 B를 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변리사
법령외의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의 대상인 것을 명확히 했다.
3. 처분의 기본양정
(1)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에 대해서는, 상기 2.의 처분 사유를 기본으로, 게다가,
비위행위마다의 중대성에 착안하여, 각각의 행위가,
(a) 국민의 권리취득 등에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b) 국민의 권리취득 등에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불성실
행위 등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거기에 대응한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을 별표와 같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 사례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는, 유사한 종류의 비위행위의 처분 양정을 참작해서 정하는 것
으로 한다.
(2) 변리사 등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각의 사안은, 여러 가지 배경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정이나 주변사정을 감안해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으로 한다. 구
체적으로는 과거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2이상의 처분 사유가 있는지, 고의인지 또
는 과실인지,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등에 의해 기본이 되는 처분을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 각각의 사안에 대응한 적절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4. 07. 24)
이 기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9)
이 기준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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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회의 처분절차(변리사회칙 제33조)
- 변리사회는 평성 24년(2012년) 3월에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을 공표하였는데, 변리사의 징계제도 등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또한
이미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이 공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변리사회도 회칙에서 정하는 회원 처분의 엄격하고 적정한 실
시를 위한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을 책정했으므
로 공표하였음
-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2016. 3.17)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평성(헤세이)24년 3월 26일
개정 평성(헤세이)28년 3월 17일
제1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일본변리사회의 처분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 처분에 대해서는, 회칙 제49조에서, ｢회원이 법 혹은 법에 근거
하는 명령 또는 회칙 혹은 회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본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쳤을 때｣에,
회장이,
(1) ｢계고｣
(2) ｢본 회칙에 의해서 회원에게 주어진 권리 2년을 한도로 하는 정지｣(이하 ｢권리정
지｣라고 한다)
(3)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징계 청구｣(이하 ｢징계청구｣라고 한다)
(4) 탈회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상기(2)에서 말하는 권리란, 회칙 제34조에서 정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한, 변리사가 회칙 제57조 제2항 혹은 제3항, 제57조의 2 또는 제57조의 2의 2에
위반하고, 계속연수의 필요 단위수 또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계속연수의무
불이행)은, 회칙 제49조의 특례인 회칙 제54조의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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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1) ｢계고｣
(2) ｢권리정지｣
(3) ｢징계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행위 종류, 기본양정의 설정, 가중, 경감
상기 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①구체적인 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양정(기본양정)을
정한다(첨부자료).
게다가, ②처분과 관련된 사안마다 개별사정 등을 감안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
으로부터 경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적용의 기준은, 처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는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유효하며, 또 이러한 기준의 존재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
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에 연결된다.
3. 중대한 처분의 적용 구분
회장으로부터 경제산업대신에의 징계청구 이상의 무거운 처분은, 문제가 되는 행위 내용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구분한다.
① 변리사법에 위반하고,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되는 행위로서, 의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② ①이외로, 일본변리사회의 자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행위에는 ｢탈회｣처분을
적용한다.
4. 기본양정표의 적용
기본양정표는, 종래의 심사위원회가 취급해 온 처분사례 등을 기초로 경제산업대신에 의
한 징계처분의 기본양정을 참고로 하여 책정했다.
단, 기본양정표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의 동심사부 및 복심부, 또 계속연수 이수 상황
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참고로 해야 할 기본이며, 이러한 위원회 등의 양정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발행하는 개별사례는, 사안마다 내용이나 배경이 다르고, 각각에 특
징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분기본양표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 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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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처분대상이 되는 행위와 기본양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을 정한다. 또는, ｢징계청구｣
는 의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법령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고, ｢탈회｣을
포함한 처분은 회내 자치 범위에서 완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행위의 종류와 기본양정의 설정
(1) 회칙 제49조 및 동제54조의 2에서 정해진 처분은,
① 문제가 되는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 및
② 같은 행위에는 어떠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으로서 같은 처분이 적용되는 것이, 처
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서 필요하다.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처분의 양정(처
분기본양정)을 정해, 변리사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2) ｢행위 종류｣에는 처분대상으로 해야 할 행위를, 변리사관련법규로부터 픽업하여
열기하고, 더욱이, 해당행위에 위반한 경우의 ｢기본양정｣을 4종류의 처분항목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정한다. 기본양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작년 사회 정세, 특
히 지적재산업무의 전문가를 표방하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시선을 배려하
면서, 과거의 회원 처분의 실정을 밟은 후, 객관적인 시점에서 정해야 한다.
(3) 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계고｣와 ｢권리정지｣는,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에 관계없이
문제행위의 경중의 관점에서 적용하지만, 그것들보다 무거운 처분 적용에 있어서
는, 변리사법에 위반하는 행위 및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에 의해서 출원이나
특허권 실효 등 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대한 처분으로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것에 대한 처분으로서는 ｢탈회｣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개별사안의 사정에 의한 처분의 가중과 경감
처분대상이 되는 사안은, 사안마다 다른 배경이나 경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개별사
정이나 주변사정(악의 정도, 위반기간의 길이, 반성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을 감안
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으로부터 경감할 수 있는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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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변리사법 제16조(2014. 1. 31)
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설치
법 제6조 및 제7조(2013. 7.)에 의하여 ｢산업구조심의회｣가 설치되고 그 하부
조직으로 ｢지적재산정책부회｣가 설치되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변리사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제도의 심의를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일
본은 변리사의 제도 및 업무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고려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정책방향에는 (ⅰ) 변리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사항, (ⅱ) 변리사 징계와 관련된 사항, (ⅲ) 변리사 제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
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사 징계에 한정하고 있지
만,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이하, ｢변
리사제도소위원회｣라 한함)｣는 위 (ⅰ) 및 (ⅱ) 이외에도 (ⅲ)과 같이 변리사 제
도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
로, 실제 위원회의 설치 또는 업무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 (ⅰ)의 변리사 자격 및 (ⅱ)의 변리
사 징계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
도소위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변리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변리사 자
격부여(변리사 연수포함), 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대상뿐만 아니라 변리사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서를 정부(특허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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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허정책 또는 법률개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제산업대신
(특허청장관)의 의견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의 타당성 및 징계 유형에 대한
심의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비록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주도(특허청 3인)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일본의 ｢변리사제도소위원회｣는 모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이 차이가 있음
- 즉 우리나라는 위원장이 특허청 차장(당연직)이고 특허청소속공무원(관련 국
장 2명),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민간 위원
으로 구성되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일본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지적재산
권협회(일본기업의 지식재산부 단체), 일본상공회의소, TLO(기술이전기관),
대학교수, 일본변리사회, 일본변호사회, 법원(판사), 언론인 등 민간인 1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청 등 관련 공무원은 없는 점이 특이함
- 이러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한 면에서
변리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는 특허청장이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이 징계의 조사결과
징계해야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은 민간
인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에 징계의 타당성과 징계유형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그 심의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는 등 한일 양
국의 징계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나라는 특허청공무원을 위주로 구성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유형이 결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소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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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만으로 구성된 ｢변리사제도소위원회｣에서 징계의 유형이 심의된다는 점
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변리사 전문성 강화 검토
□ 현행 변리사 제도 문제점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술과 산업의 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통상적으
로 변리사가 모든 기술 분야를 포섭하고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의 전문화와
더불어 융복합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변리사도 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원인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은 넓어
지고 있음
○ 앞서 기업을 상대로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전문중견기업의 경
우 비교적 관련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자신의 발명과 관련하여 전문
성이 있는 변리사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동 발명에 전문성이 없
는 변리사에 출원 업무를 의뢰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검토
○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수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경
쟁을 통한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2009년 변호사 전문분
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
-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전문분야 등록은 법률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관계로 일부 변호사만 등
록하는 한계를 보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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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없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으로 평가됨에 따라 변리사의 경우도 전문변리사제도 검토 필요
- 변리사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변호사의 경우를 참고하여 자격심사위
원회 등을 통해 전공, 경력, 업무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검토24)

라. 변리사 업무범위
□ 변리사 업무의 범위
(1) 우리나라
○ (법적근거) 변리사법에 변리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
○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2조)
○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
리인이 될 수 있음(제8조)
- 한편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
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
- 이에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
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
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음(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등)
- 다만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음
23) [IP노믹스]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 팀장 “전문변리사 제도로 정보 비대칭 해소하자” (2016.01.17.).
24) 특허청,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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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최철국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종혁 의원이, 19
대 국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주광덕 의원 및 김병관 의원이 침
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가능하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또한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음(제7조)

(2) 일본
○ (법적근거) 일본 변리사법(弁理士法)은 변리사의 개념 및 대리(업무)범위를 지정
하고 있음.
○ (대리, 감정 및 그 밖의 사무)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출원과 이에 관한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
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함(제4조 제1항)
- 한편 제1항의 업무 이외에도 일본 관세법이 규정하는 수입금지 절차의 대리
(제4조 제2항 제1호),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부정경쟁사건
및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제4조 제2항 제1호)이 포함됨
- 아울러 이러한 관세법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대리사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음(제4조 제2항 제3호)
○ (변리사명칭 사용가능 업무) 일본 변리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변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혹은 기술상 비밀의 매매,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및 이에 관한 상담(제4조 제3항 제1호),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 및 이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사무(제4조 제3항 제2호), 발명, 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및 기타 사업상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
(제4조 제3항 제3호)이 가능함
○ (소송보좌인) 일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 등록 및 특정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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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음(제5조)
- 전항의 진술 및 심문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스스로 한 것으로 간주되
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 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 (심결취소소송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이 규
정에 따라 심결소송에 관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음(제6조)
○ (침해소송공동대리) 일본 변리사는 특정 침해소송 대리업무시험(제15조의2)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 침해 소송 관련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기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야 하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
독으로 출두할 수 있음(제6조의2)

□ 비교 검토
○ (출원 및 등록대리) 한일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변리사의 업무범위로 산업재산
권의 출원 및 등록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 (소송대리) 소송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은 심결취소소송대리에 있어서도 개별 산업재산권법이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소송의 유형(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1항, 일본 실용신안업 제47조
제1항, 일본 의장법 제59조 제1항 및 일본 상표법 제63조 제1항)을 적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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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및 문제점
(1)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의의) 변리사법 제14조에서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 편의를 위하여 등록 변리
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변리사회
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변리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 변리사에게는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며(동조 제2항), 특허청
장은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구체적 공개사항으로는 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
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및 개･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
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변리사법에 따른 연수교육 이
수현황 및 그 밖의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가 포함됨(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 이러한 정보는 변리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나 기타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
가 정함(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2) 변리사 정보공개의 현황
○ (제공정보)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변리사 정보(성명, 출생년도, 자격취득 유형,
변리사 등록일자, 이메일 주소, 개업･휴업 상태 등)와 사무소 정보(사무소명, 홈
페이지,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전문분야, 의무연수, 전공･
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소개로 구성됨
○ (제공방식) 공개된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정보공개 페이지는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메뉴클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할 경우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도 정보공
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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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가능한 항목은 성명, 사무소, 지역, 전문분야, 경력, 학과, 학위, 취급업
무, 저서 및 논문, 수상사항 기타 자기소개 등으로 구성되며, 검색결과에 있어
휴업자를 제외시킬 수 있음
- 한편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정보의 충실성) 제공 중인 정보의 각 항목은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
항을 위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항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
은 경우가 많음
- 대체로 변리사 정보와 사무소 정보는 충실히 제공 중이나, 기타 전문분야, 의
무연수, 전공･학과･학위, 경력, 취급업무, 저서/논문, 수상이력 및 기타 자기
소개는 제공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상당함

(3) 문제점
○ (기본정보 위주의 제공) 변리사 및 사무소 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보 외의
정보의 비중이 적음
- 기본정보는 성명, 연락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변리사’임을 인증하
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구체적 변리사 업무역량의 지표로는 활용되
기 어려움.
○ (편의의 부재) 검색방법, 항목 및 결과 등이 형식적이며 사용자 및 수요자의 편
의에 부합하지 않음
○ (영어서비스의 한계) 형식적 영어서비스로 국제수요에 부응치 못함
- 예컨대, 구글 등으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경우 영어서비스 메뉴를
찾기 어렵고, 성명 및 사무소명으로만 검색 가능하며, 제공되는 정보도 성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제한되어 한글검색에 비해서는 검색 가
능한 항목 및 제공 정보가 부실함
- 심지어 한글검색 결과와 영어검색 결과가 상이한 경우(동일한 변리사에 대한
다른 사진, 이메일주소 등)도 있음25)
25) 가령, 현 변리사 회장인 오세중 변리사를 한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안경착용사진 및
직통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나, 영어로 검색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과 사무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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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직접 출원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심각한 장해
로 작용될 여지가 있을 것임

□ 일본의 변리사 나비제도
(1) 일본의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
○ (의의) 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는 변리사에게 자신의 사무를 맡기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 및 변리사회의 보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
하고 있음
- 한편 정보제공에 있어 변리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함(동조 1항)
-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규정함(동조 제2항)
- 아울러 변리사에게는 변리수요자의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부과됨(제3항)
○ (개요) ‘변리사 나비(弁理士ナビ)’26)는 일본 변리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 변리
사회가 제공하는 변리사 정보공개 제공 플랫폼임
○ (제공정보)27) 제공 중인 정보는 크게 기초정보와 임의정보로 구분됨
- 기초정보는 변리사의 성명, 소속 사무소명, 소속 사무소에서의 취업형태, 등
록번호, 등록일자, 통산 등록기간, 자격취득사유, 침해소송대리 업무의 부기
일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연수내역 및 특허청이 보유한 취급분
야 정보임
- 임의정보는 회원의 신고에 따라 항목이 지정되며, 전문분야 정보, 기술분야
정보, 송무･분쟁 처리지원 정보, 취급업무 정보, 중소･벤처지원, 기타 자격증
명, 학력 및 전공정보, 시험선택 과목, 기타 자기소개 등이 포함됨
- 기초정보는 일본 변리사회에 대한 ‘변리사 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고’에 따라
접수, 처리되며 변리사 나비에 월 2회 자동 반영됨
이메일로 추정되는 상이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가 도출됨.
26) http://www.benrishi-navi.com/index.html.
27) http://www.benrishi-navi.com/member_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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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임의정보는 신고사항으로 일본 변리사회가 해당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
지 않음
○ (제공방식) 정보의 제공은 수요자의 변리사 나비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검색항목은 층위별 검색(빠른 검색, 항목별 검색 및 세부검색) 및 수요별 검색
(지역별 검색,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학/TLO지원, 전문분야별 검색 및 취급
업무별 검색)으로 구분됨
- 층위별 검색은 층위에 따라 전문검색, 주요항목별 검색 및 모든 항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함
- 수요별 검색은 화면상에서의 지도 클릭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하며, 출장가
능여부를 검색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게 함
- 텍스트로 구성된 영어검색 페이지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 검토
○ (정보의 구성) 변리사에 대한 기본정보인 기초정보 외의 변리사가 직접 신고하
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임의정보에 특징이 있을 것임
- 임의정보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수요자가 정보의 열
람만으로 특정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가령 실무 경험에 있어 단순한 연차경력 및 큰 범주의 전문분야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세부기술분야, 취급가능 업무, 논문･저서, 특허･저작권
등을 기재할 수 있어 변리사의 업무능력을 구체화하고 있음
○ (정보의 충실성) 대체로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 기초정보는 필수항목으로서 충실히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
- 한편 임의정보도 상당수의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정보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가 차후 제기될 여지가 있을 것이며, 변
리사 나비도 이에 관해 책임이 없음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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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방식) 수요자 관점에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빠른 검색은 키워드에 대한 전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세부검색은 모든
정보항목에 대한 구체적･세부적 검색항목으로 구성되어 수요자가 자신이 원
하는 변리사의 구체적인 수요항목에 대응하여 등록변리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됨
- 초기 검색화면에 수요자의 유형을 분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도를 통
해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임의정보의 한계) 임의정보의 경우 변리사별로 기재하고 있는 항목과 구성이
상이하여 수평적･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
○ (영어 서비스의 제한) 영어 서비스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와 다른 구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기초정보 위주의 검색으로 제한됨

바. 변리사 직접수행원칙
□ 비변리행위의 문제점
○ 변리업계에서는 변리사가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드물고 직무보조인을 통
한 직무수행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원래 변리사와 전문직역에서
는 전문가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직무보조인을 두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여러
보조적인 사무를 지원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하여 허용된 것은 아닌데, 변리업계에는 초기 변리사가 부족한 시절에 직무보
조인이 실무를 주로 처리하던 관행이 자리 잡힌 것임
○ 파트너 변리사들 중에는 직접 실무를 하기 보다는 감독, 검토, 검수를 담당한다
고 이야기하는 변리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직무보조인의 업무를 감
독하고 직접 상담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 그럼에도 현재의 관행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
에 있는데, 현재의 수가로는 일반직원을 명세서 작성에 대해 2~3년 훈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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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틀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서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대
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이든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소속 변
리사는 명세서 작성보다는 OA처리나 심판소송, 그리고 정부지원용역사업이
나 IP-R&D 사업과 같이, 변리사의 참여가 필수조건인 용역사건에 집중함
○ 대부분의 특허법률사무소는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하는데 특정규모이상이 되어
야 대기업 사건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대규모 사무소로 키우려면
단순히 출원업무만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음
○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
무소가 되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건을 가져와 정해진 품질기준과
시간에 맞추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
에서 대량생산하여야 함
○ 소속변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발명을 직접 상담하고 명세서를 꼼꼼히 작
성하려고 하나 이미 밀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할당된 실적기준을 맞출 수 있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변리사 직접수행원칙에 대한 검토
(1) 변리사 대행 허용 여부
○ (대리인과 그 책임의 귀속)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알리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현명행위)해야 그 법률
효과가 본인이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
- 예컨대 대리인이 타인의 발명을 불법으로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인이 지고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음
-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
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대리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물론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할 것임
○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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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며,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 (대행자와의 차이)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실
무는 대행자가 하는 것으로, 대행은 대리와는 달리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
이며 현명행위가 없음
○ 출원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자가 고객 자신의 권한 일부를 행사하게 되
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고객 본인이 대행자를 정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대행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
였다면 본인은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외관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것으
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도 있음
○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개
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행을 행하는 경
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 의무 검토
○ (미국 민사소송 Rule 11) 미국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민
사소송규칙 제11조(일명 “룰 일레븐”)28)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사실확인 및 합리
28) Fed. R. Civ. P. I1. The text of Rule 11 provides in relevant part: Every pleading, motion, and
other paper of a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be signed by at least one attorney....
A party who is not represented by an attorney shall sign the party's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e signature of an attorney or party constitutes a certificate by the signer that the
signer has read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that to the best of the signer'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reasonable inquiry it is well grounded in fact
and is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and that it is not interpos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rass or to cause unnecessay delay or needless increase in the cost of litigation.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not signed, it shall be stricken unless it is signed promptly
after the omission is called to the attention of the pleader or movant. If a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s signed in violation of this rule, the court, upon motion or upon its own
initiative, shall impose upon the person who signed it, a represented party, or both, an
appropriate sanction, which may include an order to pay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amount of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because of the filing of the pleading, motion, or
other paper,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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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법률적 근거를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
도록 하고 있음29)
○ 룰 일레븐 제재규정의 효과로 변호사들은 어떠한 서면이든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 다시 한번 제재가능성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
고, 동 규정의 제재가 법률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소송에 임하는 자세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됨30)
○ 소송남용을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의 무분별한 행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고객이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도 그 요청에 따라 그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
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률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확인과 법률검토를
직무로 여기므로 발명자 고객이 상세하게 Claim Chart를 작성하여 제공하여도
변호사는 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 한편, 미국 법원은 이러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특허침해소송에도 적용하고 있
으며, 특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b항31)을 근거로 하여 특허침해소
29) 선임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한 서면을 읽어 보았다는 사실, 상당한 조사를 한 후에 얻은 지식과 정보 및 믿음에 의하는 한
그 서면이 첫째,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
는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만약 현존하는 법률의 확장해석이나 수정 또는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
이 선의의 믿음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 셋째, 그 서면이 다른 어떠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보증이 되어야 함(김상일, ‘미국 환경소송의 실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65면 참조).
30) 김영태, “미국민사소송에서의 집중심리제도”, 재판자료 제65집, 1994, 413면.
31) (b)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By presenting to the court a pleading, writtenmotion, or other
paper--whether by signing, filing, submitting, or later advocating it--an attorney or
unrepresented party certifies that to the best of the pers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formed after an inquiry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1) it is not being presented for any improper purpose, such as to harass, cause unnecessary
delay, or needlessly increase the cost of litigation;
(2) the claims, defenses, and other legal contentions are warranted by existing law or by a
nonfrivolous argument for extending, modifying, or reversing existing law or for establishing
new law;
(3) the factual contentions have evidentiary support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will likely
have evidentiary support after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further investigation or discovery;
and
(4) the denials of factual contentions are warranted on the evidence or, if specifically so
identified, are reasonably based on belief or a lack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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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있어서 일종의 제소전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규
칙 제11조에 따른 제제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가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될 경우, 전적으로 의뢰
인의 조사를 신뢰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기한 소송에 있어서 보다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2)
Judin v. U.S. 사건에서 Judin은 미국 우정청(United Staes Postal Service, USPS)
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udin과 그의 대리인은 소제기 전에 특허
권 침해된 제품을 육안으로만 관찰하였다. 또한 그들은 USPS나 제조업체에 연락을 취하
지 않았으며 견본품을 얻지도 못했다. 동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법원이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합당한 조사
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시 위해 그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연방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Judin과 그의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제품에
광섬유가 있는지 여부와 렌즈가 “비구면 및 수렴(aspherical and converging)”인지 여
부 등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Judin은 경험을 비
추어 이 두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했다. 한편, Judin은 침해물품을
분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순회법원은 Judin이 침해물품을 입수하거나 분해하지 않았
기 때문에 Judin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견해를 제공함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Judin의 대리인은 FRCP 11조에 따라 제재를 받
았다. 또한 FRCP 11조 위반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비침해에 대한 약식판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치유될 수 없
다.33)

32) 이지민,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176면.
33) Judin v. U.S., 110 F.3d 780 (Fed. Ci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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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변리 서비스 수가
□ 변리 서비스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일반
○ 현재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소) 또는 고객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
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
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및 타입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은 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
에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해당 변리사의
시간당 업무 비용 또는 업무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임 단가는 증
가하게 됨
○ 표준수가 방식은 타임차지 방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정된 방식으로 명세서의 양
이 증가하면 변리사가 투입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 결과이므로 이에 따른 수임
료가 증가하는 구조의 방식임

(2) 변리 서비스 수가 구조 문제점
○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
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
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
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
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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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현실임
○ 권리취득 업무(출원)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
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건
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 그러나, 대면상담인 발명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변리업계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
한 이유로 선행기술조사 업무까지 진행한 이후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러한 환경, 즉,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가 수년간 정체되고 서비스의 범위가 증
가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포함한 변리업계 종사자의 연봉은 매년 인
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변리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
여 결과물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됨
○ 최근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었음에도 불
구하고 고객은 해외에만 제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우리나라 변리
사가 외국 특허청에 중간사건(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공해도 현
지 외국 변리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러한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허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결국,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특허권자인 고객에게 전가
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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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가. 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개선
○ 변리사 업무가 기존의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재 가치 창출
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지재정책에 맞는 의무연수제도를 갖출 필요
○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수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나 중요한 것
은 단위를 이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연수인지 실질을 수반하는 연수인지가 문제
라고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의 설문지 조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
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조직적인 혁신체제가 필요
○ 기술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라 연수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내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미이수자의 처분에 관해서, 지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의무연수 미이수 시 갱신이 되지 않
도록 한다면 의무연수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변리사 관리 위원회의 역할 개선
○ 우리나라의 변리사 징계권자는 특허청장이며, 특허청장은 반드시 ｢변리사자격･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하다 보니, ｢변리사자격･징계위원
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징계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변리사자격위원회와 변리사
징계위원회로 분리하든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
○ 변리사자격과 변리사징계를 분리하는 경우, ｢변리사자격위원회｣에는 변리사 시
험 및 변리사 등록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강화 차원에
서 변리사제도의 개선 등도 동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105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특히 분리된 ｢변리사자격위원회｣의 위원은 일본과 같이 위원 전원을 민간인
으로 구성하여 변리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개진을 통하여
변리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근거로 특허청이 변리사 제도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특허청이 독단적으로 변리사 제도를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보다는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또는 산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현행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법 제16조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심의 또는 의결”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
여 일본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변리사법이 변리사 징계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민
간인 위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불어 특허행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기술의 세분화, 융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리서비스 수요자는 전문화된 변리사를 찾고 있으나 수요자는 특정 기술분야
변리사를 찾는데 애로가 있음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합한 변리사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서는 변리사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된 변리사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향후 지재권 제도 및 변리사 제도 발전에도 유익
○ 전문 변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
- 전공 및 학위, 업무경력, 관련사건 수임, 교육이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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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한 변리사를 특허청 또는 변리사회에서 전문 변리사로 인증
- 전문 변리사만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쓸 수 있으며, 전문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전문 변리사 명칭을 쓰는 경우 징계

나. 변리 서비스 역할 강화 방안
□ 변리사 업무 범위의 확장 및 업무 프로세스 도입
○ 현재와 같은 변리사 시장의 환경 하에서 변리업계의 성장을 위해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 범위 다변화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음
○ 서두에서 밝혔듯이 변리사는 고객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
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임
○ 따라서, 변리업은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과 함께 성장하기 마련이며,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로 확장될 수 있음
○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가로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선행조사에 많은 시간
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내의 열악한 변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즈니
스에 대한 포괄적 이해까지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변리사는 높은 경쟁에 의해 일련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이 선발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해당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
적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능력이 도모가 되게끔 변리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해당 변리사가 프로세스에 따라 발명에 대한 출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개선
○ (제공정보의 실효성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변리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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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임
- 수요자가 변리사 선임에 있어 고려하는 구체적･실질적 요소는 변리사 및 사무
소의 세부적 역량임을 감안할 때 기본정보 외의 요소들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변리사 공개제도도 상당한 세부정보 항목의 입력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항목의 세부화에 아울러 변리사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정보신뢰의 문제) 우리 변리사법은 정보제공 변리사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제14조 제2항)하고 있는 반면, 일본 변리사법은 유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일견 정보의 입력 및 공개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
을 취하게 할 여지도 있을 것임
- 한편 우리 변리사법도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
지는 않으며, 변리사법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정보에 대한 일반 민･형사
상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일 것임
- 이에 변리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거짓정보의 제공’에
관한 제･개정 또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에 관한 논의도 장차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임
○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일본 변리사법은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의 관점
을 도입(일본 변리사법 제77조의2 제1항)하고 있는 반면, 우리 변리사법은 유
사･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차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또는
면책 등에 관해서도 논할 여지가 있을 것임
○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정보공개의 주체가 아닌 정보공개의 수요자 입
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우리나라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제공방식은 제공자 보유의 데이터
베이스를 단순한 검색식에 따라 노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수요자의 검색,
조회 및 결과의 수용에 한계가 있음

108

Ⅲ. 결론



-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는 만큼, 실수요
자 대응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변리사 나비의 초기 검색화면과 같이 검색의 층위별 및 수요별 검색을
제공하거나, 지도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야 할 것임
- 아울러 검색결과를 입체화하여 수요자가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영어서비스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 양, 질 모두 한글서비스에 비
해 뒤처지는바, 단기적 관점에서는 기본 등록정보에 관한 충실한 반영 및 장
기적으로는 전체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한글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변리 서비스 환경 개선 방안
□ 비변리행위 금지 및 사전검토의무 제도 도입
(1) 비변리행위 금지 규정 신설
○ 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대리업무를 직무로 하는 전문가
로 비변리사가 특허청에 대해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 특허제도가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적 제도라는 점과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변리사의 대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개인이 업으로 대행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규모를 가지고 대
행을 행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임

(2) 변리사 사전검토의무 신설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변리사에게 사전검토의무를 부여하고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할 의무를 부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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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변리사법에 “변리사는 특허청 및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
하여 법률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한 후, 이를 위반한 경
우 변리사회 및 특허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것임
○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특허청이나 변리사회에서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위반여
부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아 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의 직권으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전검토의무 이행의 입증책임은 해당 피심사 변리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것임

□ 가격경쟁 및 덤핑 억제
(1) 변리업 수가 구조 개선 노력
○ 정액제 방식의 경우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출원 업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면, 고품질의 특허권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재에도 고품질을 위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
황에서 시장의 특성 상 적절한 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서, 지나친 영리화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부가가치화 하기 보다는 마치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원가 절감 및 덤
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변리업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
로, 지식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너무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율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일정 범위를 지정한 표준 수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표준수가 방식도 정액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표준수가에 대한 금액이 고
객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고품질의 특허권 창출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적절
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특허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특
허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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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제 방식과 표준수가 방식은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방식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그 기준이 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과
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 변리사의 업무는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행위가 진행되
는 것이 일반적이며, 케이스 별로 각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 시간이 일정한
것이 아님
○ 변리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진행된 각 행위에 대
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용의 기준이 되는 관점을 업무의 결과물이 아닌 업무의 행위로 보
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변리사의 행위 모두를 비용 청구의 대상이라
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법률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변리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화 분위기 조성
○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R&D 과제 수행성과 제시를 위해 또는 특정 인증을 받는데 가점 요인으로 활용하
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처럼 지식재산권 본질적 목적보다는
부가적 목적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향이 있음
○ 즉, 재산권적 가치를 결정하는 추후 특허 권리행사를 고려한 권리범위의 중요성
보다는 가격 중심의 권리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확대되어가
면서 변리업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이에 R&D 과제 수행 성과 평가시에 지식재산권 평가를 반영하여, 신기술, 신제
품, 조달 우수 제품 평가시에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출원 또는 확보 여부 외에
최초 제안한 기술 보호에 적합하도록 권리범위를 확보했는지 평가하여 이에 대
한 결과를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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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의 자산 가치 평가 및 활용 시스템 도입
○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부심 및 약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의
사업 운영에서 부가가치 창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며, 이는 특히 수출 기업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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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업무영역 관련 참고자료

대한변리사회에서는 기존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
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이라는 범위를 넘어 첨단기술시대를 맞이하여 변리사가 아래의 직역을 소화할 것을 요구
① 변리사는 타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특
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
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는 동시에,
② 변리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1.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품종보호위원회에 대하여 하여
야 할 사항의 대리,
2.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
의 대리,
4.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 대
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
관 또는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특허청장에 대해 하여야 할 사항
의 대리,
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재결에 대한 이의･ 불복･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의 대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
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허락
에 관한 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체결의 대리･감정･화해･조정･중재･알선 및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사무의 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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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안)

■ 사무소 규모
1. 귀 소(또는 법인)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2017년 또는 회계연도 기준)
총 근로자 수

명

변리사 수
(실제 업무투입 변리사 수 별도표기)

(

명
명)

총 매출액

원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2. 귀 소(또는 법인)의 출원당 평균 투입시간 및 단가
평균 단가
시간

평균 투입시간

3. 귀 소(또는 법인)의 출원 업무프로세스를 비용구간별로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구간별 업무프로세스 기재

4.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
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출원 중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담당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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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 기타 (

)

6.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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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
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 기타 의견
8.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
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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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변리사 업무범위 및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을 도출을 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무소(또는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환
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
습니다. 그동안 변리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이나 개선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귀하의 연락처는 귀하께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이
용에 동의해주신 정보에서 수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사무소 규모
0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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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7~10명

□ 2~3명
□ 11~15명

□ 21~30명

□ 4~6명
□ 16~2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7~10명

□ 2~3명
□ 11~15명

□ 21~30명

□ 4~6명
□ 16~2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2억 이하

□ 2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초과 10억 이하

□ 10억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이하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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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0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3.특허성
7.명세서
6.발명자
검토 및 4.명세서 5.사무소
수정 등 8.명세서
및
초안
내부
최종안
출원
검토
관리자
작성
검토
작성
전략
의견
검토
회의
반영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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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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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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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
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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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서면자문 의뢰 < 2018.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리인 서치
1. 출원인은 연구단계중 어느 시기에 대리인을 찾는지요.
2. 출원인 대리인을 어떤 방식(how)으로 또는 어디서(where) 찾고, 적격인 대리인을
찾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대리인 위임
3. 대리인은 어떠한 기준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임을 결정하는지요.
4. 수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고, 위임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요.

면담(Meeting)
5. 면담은 연구자와 IP관리자(특허팀 담당직원 또는 변리사), 대리인 간에 어떤 방식
(예: 삼자간, 양자간)으로 이루어지는지요.
5-1. 연구자와 대리인 간에 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
인지요.
5-2. IP관리자가 발명등급, IP전략 등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변
리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요.
6.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예: 명세사, 신입변리사 등)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동
일여부가 중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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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 단계
7.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지요.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기술이 있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 보완은 출원인 또는 대리
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요.
9. 대리인은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
하고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요.

기타
10. 현행 변리사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출원등록 이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영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124

붙임

붙임 5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가.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 주요 대기업
(1)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
○ 대부분 해당 건에 Cap을 씌워놔서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당 Cap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A사) 국내출원 명세서는 약 200~300만원(매우 중요한 발명은 물론 5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특허청 거절 대응은 60만원 정도
- (B사) A사보다 비용이 조금 더 약함

(2) 주요 대기업의 장단점
○ (장점) 비용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 유사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다는 점
때문에 사건 자체의 비용이 크진 않더라도 정형화되어 일을 함으로써 시간을 줄
일 수 있다는 장점
○ (단점) 어려운 기술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타고객사의 출원건을 수임
하거나 처리하는데 지장 초래

□ 일반기업
(1) 기업의 정액제 방식
○ 기업이 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맞추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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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소 수가표
○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정한 수가표 제시
(가) 선행기술조사 : 50만원
(나) 국내 명세서 작성 기본료 : 80 ~ 150만원 (청구항 1개, 명세서 페이지 15
쪽, 도면 1개 기준)이고 아래와 같이 금액이 추가될 수 있고, 등록될 경우
기본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성사금으로 수령
∙ 독립항 추가 10만원
∙ 종속항 추가 3만원
∙ 명세서 페이지 추가 3만원
∙ 도면 추가 1만원
※ 많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명의 내용, 노력, 시간과 상관없이 건당 1
백만원 혹은 150만원, 적게는 100만원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산정 하
기도 함(발명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률적인 수가 시스템은 저
품질 특허를 양산)
(다) 특허청 거절 대응 : 30 ~ 50만원 (사무소에 따라서는 무료)
(라) 심판/소송 : 사건별로 상이하며, 무효심판의 예를 들면 700만원 착수금/승
소시 700만원
(마) 해외출원 : 각국당 100 ~ 150만원 (번역료 별도)
(바) 해외출원의 특허청 거절 대응 : 50~100만원
(사) 기타 행정적 처리 : 5 ~ 30만원의 수수료

□ 대학･공공연
○ 매우 낮은 수가 체계 제시
-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려움
- 대략 명세서 1건당 100만원 정도 수준
- 특허청 거절 대응은 비용이 없거나 20만원 정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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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심사결과 대응 비용
□ 해외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현지 대리인의 비용은 시간당 200~300달러이고, 시간
당 300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음
-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1,000에서 4,000달러 정도의
현지대리인 총비용이 발생

□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현지대지인 비용은 600에서
2,000달러 정도 비용 발생
- 국내대리인의 비용은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0만원~80만원 정도 청구
○ 최근에는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와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는 경
우를 구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발생
-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상 수가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
만, 이의 편차는 20~40만원 범위
○ 대학･공공연 등의 경우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20만
원 국내대리인이 검토하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40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음

다. 정리
○ 현지대리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 비용은 현지대리인 1,000~4,000달
러, 국내대리인 20만원~80만원
○ 국내대리인이 검토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경우, 현지대리인비용은 600~2,000달
러, 국내대리인 비용은 40만원~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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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요국 특허 출원 비용

□ 미국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려면 미국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
사의 도움이 필수임34)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며, 특히 법률 산업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특허
의 경우에도 해당
- 현재 미국 top 10 특허 로펌의 경우, 1년차 associate의 시간 당 수임료는
400~450불 정도이고, 파트너 급의 특허 변호사의 시간 당 수임료는
600~1,000불 정도이며, 중급 미국 특허 로펌의 경우의 시간 당 수임료는 이
의 70% 정도로 추산
○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특허 변호사 비용 관련한 자료는 많지 않으
며, 상기 비용은 지역,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아래 표 참조)35)

34) 참고로 미국 변리사란 미국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에 통과한 자이며, 미국 특허
변호사란 상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미국 50개 주에서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bar exam) 중 하나 이상
에 합격한 경우임.
35) http://www.ipwatchdog.com/2015/04/04/the-cost-of-obtaining-a-patent-in-the-us/id=5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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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Watchdog, “The cost of obtaining a patent in the US” ]

○ 위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550~750만원, 난
이도가 중간 정도인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100~1,300만원, 아주 복잡
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800만원 이상으로 나와 있음
- 참고로 위 표를 게재한 IP Watchdog은 특허업계 블로그 중 top 5에 뽑히는
블로그이며, 위의 표는 IP Watchdog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임

○ 이에 반하여 위 표는 2명의 미국 특허변호사가 근무하는 소형 특허전문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로 위 표의 가격은 앞서 언급한 가격과 대동소이함
○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도 top 10 특허전문 로펌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됨
- 예컨대, Fish & Richardson, Finnegan Henderson, Knobbe Marte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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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히 “발명의 설명”이 복잡한 장문으로 이루어지는
bio, 약학 분야의 변호사 수임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음

□ 유럽 특허 출원 시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 유럽의 주요 국가, 즉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변호사 수임료 역시 미국 변호사
와 거의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고, 동 비용은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므로 유럽에서 특허 명세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여 출원할 경우의
비용도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 일본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 일본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예컨대, 변호사 수로 일본 2위의 로펌인 Anderson Mori & Tomotsune의
경우, 난이도 중급 수준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수임료는 약
600~700만원 정도임(명세서 작성 비용 400~500만원과,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하는 중간사건 비용 200만원 정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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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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