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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최근 일본의 지적재산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을 조사하다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
재산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의 장기경기침체를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그 원인으
로서 자산가격 붕괴․부실채권과 생산성감소를 들고 있지,1) 지적재산에 관한 정
책 등이 잘못되어서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 분석한 논문은 아
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여 「知的財産戰略本部」
(2003. 2. 26)를 설립하고, 「知的財産戰略大綱」(2002. 7. 3), 「知的財産基本法」
(2003. 3), 「知的財産의 創造, 保護, 活用에 關한 推進計劃(이하, 知的財産戰略推
進計劃)」(2003. 7. 8)을 책정하는 등 국가전략으로서 「知的財産立國」을 제시하
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고, 그 원인에 따라 어
떤 구체적 조치들이 구성되는 지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적재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일본, 미국, 유럽의 각국별 지적재산정책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본 보고서

1)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강삼모 등 8명,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2.12., 40-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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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는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에 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지적재산전략을
마련함에 참고자료로서 제공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법과 제도과 유사하고, 최근 「知的財産立國」을 내세우며 범국가
적으로 지적재산권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 지적재
산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상기의 목적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서술한다.
제2장은 일본의 발전모델과 그 한계, 여러 가지 통계에서 나타내는 일본의 위
치, 일본정책의 모방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3장은 과학기술창조입국에서 지적재산입국에 이르는 일본의 정책변화를 고
찰한다.
제4장은 「지적재산입국」의 action plan인 知的財産戰略推進計劃를 이끌고
있는 지적재산전략본부와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분석한다.
제5장은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에 따라 일본특허청이 마련한 「특허전략계
획」을 고찰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일본이 지적재산입국을 추진하게 된 원인을 도출하고, 일본
의 경험중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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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의 발전모델과 그 한계

제2장 일본의 상황

제1절 일본의 발전모델과 그 한계

1980년대의 미국의 약점은 제품의 제조에 있었다. 반대로 그것은 일본의 강점
이었다. 발명이 개인의 창조인 것에 대해 제조는 팀워크의 산물이다. 일본은 후
자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 우위를 활용하여 전후의 일본은 기본기술을 도입하고
생산현장의 땀과 고안에 의한 개량을 중시, 고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생산, 수출
하는 加工貿易의 패턴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기업의 발전은 생산시스템으로의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고용을 안정화하
고,

고용의 안정화는 노동자의 기술과 의식을 향상하고 점점 생산성이 높아지는

순환구조를 만들었다. 어떤 의미로 전후의 사회경제시스템 전체가 일본형 발전모
델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권리자의 입증부담이 커다란 침해소송절차
등, 후발주자(second runner)에게 비교적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2)
그러나 이러한 catch-up형 경제발전모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
마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일 것이다. IMD(경영개발국제연구소)의 경쟁력랭
킹에서 1993년까지 제1위를 고수하던 일본은 그 순위가 떨어지더니 2002년에는
제30위까지 추락하였다.
그러나 일본국내적으로는 효율적, 기동적 생산라인이 건재하다. 산업생산성은
아직 쇠퇴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낮아진 것은 무엇때
문일까.

무엇을 해야하는가. 20년전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지금 경쟁력회

복의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다.
2) 1997년 4월 특허청 장관의 간담회인 “21세기의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
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일본 특허청은 1998년, 1999년에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프로페이턴트 지향의 법개정을 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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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1개의 시나리오를 바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재 일본의 현상황의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언밸러스라는 것에 대해 識者의 의
견은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고 한다. 즉 일본이 이제까지 시장으로서 장악한 곳에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힌 아시아 각국의 기업이 참여해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력의 과잉에 일본의 문제가 있다.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잠
재수요를 발굴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선행기술을 도입하고 때로는 모방 또는 개량하는 것에 의해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기존의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는 모방
하기 쉬운 물건은 모방되기도 쉽기 때문에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업에게 추격당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처음에 일본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선행기술이 적지 않았지만, 있더라도 미국기업이 기술이전하여 주지 않게 되었
다.
이와같이 catch-up형 경제에 적합한 발전모델의 전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비젼하에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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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경쟁력 지수의 변화

IMD가 2002년 4월 29일에 발표한 「세계 경쟁력 연보 2002년판」에 의하면
일본의 경쟁력은 종합순위 30위로 과거 최저이다. 순위는 [경제운영성과], [정부
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4개분야 314항목의 순위를
붙여 종합한 것으로 싱가폴(5위), 홍콩(9), 대만(24위), 말레이시아(26위), 한국(27
위), 중국(31위)이다.
1993년까지 제1위를 고수하던 일본은 그 순위가 떨어지더니 2002년에는 제30
위까지 추락하였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54.347인 것이다.
표 1 > IMD국가경쟁력지수의 국가별 순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992년
일본
독일
스위스
덴마크
미국
네달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1996
미국
싱가폴
홍콩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네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한국(27)

2000년
미국
싱가폴
네달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아이슬랜드
오스트리아
일본(24)
한국(28)

2002년
미국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달란드
싱가포르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한국(27)
일본(30)

* 자료 : IMD International,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종합순위 및 각분야의 순위변화를 보면 90년대초 인프라 5위, 정부효율 2위,
이외의 항목에서 1위를 독점하다시피 하던 일본이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모든
순위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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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무역수지

일본은 출원수로 보면 세계제일의 특허대국이라고 말해지고 있지만, 20년전부
터 pro-patent 정책을 실시하여 지적창조 활동의 성과를 국가의 중요한 「지적재
산」으로 간주해온 미국과 비교하면 지적재산권의 가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생
기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과거 10년간(1986년-1995년)에 연구개발성과로서 99만건의
특허출원(내국인 출원)을 하고 16.3조엔의 기술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미국의 4배 이상의 440만건의 특허출원(내국인 출원)을 하고 있음에도
4.1조엔의 기술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일본은 기술의 면에
서 미국에 뒤지고 있으며, 기술의 수입국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첨단분야
의 기본기술에 관한 주요한 특허는 미국과 유럽이 가지고 있고, 일본은 후발주자
이다.
표 2 > 과거 10년간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일미비교
구분

일본

미국

GNP

3,781조엔

7,389조엔

연구개발비

124조엔

288조엔

특허출원건수(내국인출원만)
기술
무역
수지

440만건

99만건

-4.1조엔

16.3조엔

수출액

3.5조엔

20.9조엔

수입액

7.6조엔

4.6조엔

수지

* 자료 : 通商産業星特許廳, 日本もこれからは知的創造時代,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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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일미 특허출원건수
500

(만 건)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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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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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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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그림 2 > 일미 기술무역수지 비교
20

15

(조円)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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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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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현황 중 「특허등사용료 (Royalties & License
fees)」에 대한 수지를 보면 아직도 과거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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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일본의「특허등사용료」수지비교표
(단위 : 億円)
구 분

2002년

2001년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1월

663

1315

-652

642

1200

-558

2월

1399

1222

177

1250

1142

109

3월

1374

942

432

1866

923

943

4월

852

1037

-185

749

1507

-758

5월

1506

1319

187

1339

1370

-32

6월

833

963

-130

799

1075

-276

7월

670

1237

-567

767

1084

-3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6
945
773
1695
890

1232
907
1214
1168
982

184
38
-441
526
-92

1312
832
727
1448
958

1228
704
1248
1163
844

84
128
-521
285
113

누계

13016

13539

-523

12689

13490

-800

* 자료 :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금액(억円)

그림 3 > 일본의「특허등사용료」 수지 추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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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허관리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구미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특허취득을 중
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 특허취득의 비중이
높아 구미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일본국내를 중시하는 경향에 있다. 그림 5>를 보
면 그 비중이 절대적임을 볼 수 있다.
그림 4 > 외국의 국내외 특허취득건수 비교

그림 5 > 3극특허청간 특허허여건수

* 자료 : Trirateral Statistical Repor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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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특허의 특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시장중심이며, 국제수지현황
중 「특허등사용료 (Royalties & License fees)」가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특
허권의 50%이상을 18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4년, 유럽이 10년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질 높은 특허를 오랜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비교하면 특허를 통해 그 만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함에도 오랜기간 특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업등에서 적절히 특
허를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3)
그림 6 > 3극 특허청의 특허유지기간

* 자료 : Trirateral Statistical Report 2001.

그림 7 > 특허관련 비용의 일미비교

* 자료 : IIP, 知的財産管理活動の經濟的効果に關する調査硏究, 1998.

3) 일본 특허의 문제점에 대해 荒井壽光, 知的財産における日米比較, 學術月報 vol. 56
no.1, 2003. 1., 57-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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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적재산권 제도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는 1884년의 상표조례, 1885년의 전매특허 조
례, 1899년의 저작권법의 제정을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미국은 1790년에
연방 특허법 및 연방 저작권법, 1870년에 연방 상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 비해 특허법에 대해서는 95년, 상표법에 대해서는 14년, 저작권법
에 대해서는 109년 늦었다.
또한 일본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개발분야에 있어서 기본기술을 구미로부터
도입한 것처럼 구미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새로운 기술분야의 출현, 보호해야 할 기술영역의 확대,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 등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도 및
그 운용상의 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항상 미국 등에 있어서의 제도․운
용의 개정의 동향을 지표로, 그것들을 배워서 개정하는 식의 catch-up형태의 제
도 정비이었으며, 이것도 미국의 대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① 물질특허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790년 최초의 연방특허법에
있어 이미 채용하고 있던 것을 일본은 185년 후인 1975년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
간신히 도입했다. ②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836년의 특
허법 개정에 의해 도입한 것임에 대해 일본은 52년 후의 1888년의 특허 조례에
의해 도입했다. ③ 서비스마크의 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946
년 연방상표법에 의해 도입한 것에 비해 일본은 45년 후의 1991년의 상표법개정
에 의해 도입했다. ④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해
서는 미국은 1980년에 실시한 것임에 대해 일본은 5년 후인 1985년에 실시했다.
⑤ 반도체칩의 회로배치를 보호하는 반도체칩보호법에 관해서는 미국은 1984년
에 제정한 것에 대해 일본은 1년 후의 1985년에 제정했다. ⑥ 컴퓨터․소프트웨
어를 기록한 매체의 특허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는 미국은 1996년에 심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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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 보호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일본은 1년 후인 97년에 심사기준을 개정하였
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catch-up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체질은
변하지 않았다.

Ⅱ. 국가전략의 catch-up

지적재산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정․정비
의 기본방침이 되는 국가로서의 기술전략․지적재산권 전략의 낙후성을 거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대공항,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연구정부의
적극적인 지출과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전반적인 정책관과 맥을 같이 하여왔다. 전후에 정부의 적극
적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는 약화되고 있었으나, 과학기술분야에 정부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당위론이었다. 이러한 당위론을 문서화 한 것이
바로 1945년 Vannevar Bush가 작성한 미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보고서
인 과학, 영원한 프론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이다. 비록 일부의 반대
가 있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구로 과학연구개발국(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책임자였던 부시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전후 미
국 과학기술정책의 기조가 되었다.4)
이에 일본에서는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고 1996년에 「과학
기술기본계획」이 책정되어 보았다. 부시리포트에 비해 50년 늦은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1979년에 Carter 대통령에 의해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4) 동 보고서에서 부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데는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제
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특허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위해
특허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신기술창업자가 정부연구비로 개발한 기술은 개발자에
게 특허권을 주고, 정부지원연구의 특허권은 실시권을 주어야 한다. 서정욱, 미국의 과
학기술정책사가 주는 교훈, 과학기술부, 1999,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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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서」가 의회에 대해 송부되었다. 동 교서에 있어서 세계의 주요공업국
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상의 우위를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은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키는 독자적인 정책을 밝
히지 않으면 안되고 그 구체적 조치의 하나로서 「특허제도의 강화」를 해야 할
것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레이건대통령이 설립한 산업경쟁력위원회(위원장：휴렛팩
커드 사장 존영)의 보고서(영리포트)가 1985년에 공표되었다. 동보고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급속히 우위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에 가세하여 미국 지적재산의 국내외에 있어서의
보호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그 후 현재까지 특허권 강화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산업경
쟁력의 향상에 성공하고 있다.
이에 일본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일부 지적재산권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고
있지만, 미국의 영리포트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지적재산의 보호․활용에 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망라하여 검토한 적은 2002년 「지적재산전략대강」의 공표
이전에는 없었다. 영리포트가 발표된 후 근 20년 동안 국가전략으로서의 지적재
산권 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 2002년 「지적재산전략대강」의 공표를 시발로 하여
현재 빠른 속도로 국가 비전의 하나로 「지적재산입국」을 내세우며 국가전략으
로 지적재산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5)

5) 일본 정부부처 및 정부연구회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정책활동은 이상정/하홍준/김승
군, 지식재산 인프라(Infra) 구축방안, 2002. 12., 20-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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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미일 지적재산정책 흐름
미

국

일

본

1979 카터대통령,
산업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교서
1980 바이돌법
1982 CAFC 설립
1985 영리포트
1993 클린턴대통령,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
1997

21세기 지적재산권을 생각하는 간담회

1998 기술무역흑자액이 85년의 5배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1999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특허법개정(손해배상강화)

2001. 1

종합과학기술회의 설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산업경쟁력과 지적재산을 생각하는 연구회 구성
산업경쟁력전략회의에서 IP 논의

.10
.11
2002. 2
. 3
. 7
.11
2003. 2.
. 7.

고이즈미 시정방침연설
지적재산전략회의 발족
지적재산전략대강 결정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지적재산전략본부 발족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책정

* 자료 : は井壽光, 知的財産における日米比較, 學術月報 vol. 56 no.1,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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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적재산에 대한 시각전환

Ⅰ. 지적재산과 과학기술의 관계

과학기술정책과 지적재산정책은 무관한 것이 아님에도 과학기술정책은 과학
기술부에서 지적재산정책은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별개의 존재처럼 여겨져 왔다.
과학기술정책과 지적재산정책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창조, 권리화, 활용이라는
소위 지적재산의 환류시스템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환류시스템에는 각
각의 역할을 하는 연구자, 정부,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연구성과물을 특허
로서 권리화되어져 활용되어지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환류시스템을 구동시키게 된다.
즉 지적재산권정책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연구자는 금전적 보상과 추가연구의 이니셔티브를 갖게
될 것이며, 기업은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화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지적재산과 과학기술 정책의 융합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는 2002년 1월 22일 「지적재산을 핵으로 하는 산업경
쟁력의 강화에 관하여」라는 대정부 건의를 제출하였다.

이 건의서에서 「지적

자산을 핵으로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과학기술 기반
그 자체의 강화나, 산학관 제휴의 추진이 중요하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2001년
1월 발족이후 분야별추진전략의 책정이나 거기에 기초를 둔 예산의 중점배분, 산
학관제휴프로젝트의 중간정리나 산학관제휴서미트의 개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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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중점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권리화하고
일본경제발전에 활용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응에 근거하여 어떠한 특허
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테마를 선택하거나 미리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전략과 표준화 전략을 일체화하
는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활용 전략에 대한 검토를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취득․활용 전략은 분야마다 또 개별테마마다 상황이 다르
므로 그 추진함에 있어서도 개별 사정에 대한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
서 연구개발시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
하였다.6)
종합과학기술회의도 지적재산정보를 활용한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다음과 같
이 제언하였다.7)
연구개발현장에서 연구과제의 선정, 실시 및 평가의 각 단계에서 지적재산정
보를 활용, 효과적으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특허정보는 권리
정보임과 동시에 기술정보로서 중요한 정보이다. 이에 특허정보등의 지적재산 정
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및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대학․공적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실시단계에서도 현장의 연
구자에 의해 일층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의 검색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특허정보활용을 위한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지적재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연
구자가 특허문헌을 참고문헌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환경을 정비한다. 더불
어 논문 등을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과 특허검색시스템을 링크하여 연구자가 특
허정보와 그와 관련된 기술정보를 손쉽게 검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③ 종합과학기술회의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 府省은 국내외 특허정보를 활용
한다. 특히 「분야별추진전략」(2001. 9)의 검토 등 연구개발 중점과제의 구체적
6) 일본 經團連 홈페이지 참조(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2002/003.html).
7) 總合科學技術會議, 知的財産戰略について, 2002. 12. 25., 26-2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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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과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에도 배려하
면서 특허정보(권리정보)로부터 본 연구성과의 산업화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어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한다.
결국 과학기술은 「논문」이고 지적재산은 「특허」가 아니라 [연구성과로부
터 사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는 연구의 자유와도 연구내용의
공표와도 상반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특허인지 논문인지]의 선택이 아니라,
[논문도 특허도]를 전제로 대학 등의 연구자가 특허를 취득하기 쉬운 시스템 및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에 있다.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

Ⅰ. 개요

1995년 11월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130호)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
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직접
적인 언급은 되어있지 않지만8) 「과학기술의 진흥은 과학기술이 일본 및 인류사
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이며,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지식의 집적이 인류에게
있어서의 지적자산임을 감안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9)
동법 제9조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
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8)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6353호) 제26조제2항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정보가 원할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일본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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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96년 7월에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2001년 3월에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Ⅱ.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된 동계획에서 아래의 사항이 지적 되어 있다.
① 민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조건의 정비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그 국제적 조화의 추진등을 강력하게 진행한다.
② 국가의 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자 개
인에 의한 연구성과 이용에 길을 열기 위해 특허권 등을 연구자 개인에게 귀속
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한다.

Ⅲ.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1년3월30일)에서는 과학기술기반정비를 위해 「연
구성과의 취급에 대해서는 논문의 발표에만 머물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획득․활
용을 염두에 두도록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하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1.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인터페이스 개혁

산업기술력은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며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모든
산업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또, 산업기술은 과학기술의 성
과를 사회에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일본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
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술의 창조로부터 시장전개까지의 각 프로세스로
끊임없이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고 산업기술력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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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경쟁 우위성을 가지는 산업이 육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개발
에 기반을 둔 신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인터페
이스의 개혁이 급선무이다. 구체적으로는 TLO등의 기술이전기관이 질적 양적으
로 충실하고 공적연구기관으로부터의 특허이전이 진행되어, 공적 연구기관에서
수많은 벤쳐기업이 일어나는 등, 공적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수많이 산업에게 이
전되고, 국제표준이 수없이 제안되는 국제적인 특허등록건수가 증가하는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하는 등 강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정부지원 연구성과물의 기업체로의 귀속

정부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위탁연구에 의해 생긴 특허권등의 성과에 대해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의해 수탁자(기업체)으로의 귀속촉진 등에 의
해 그 활용을 꾀한다.

3. 공적연구기관으로부터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환경정비

공적연구기관에서 유용한 연구성과를 실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정비
한다. 이를 위해 이하의 시책을 추진한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개인귀속
에 의한 활용촉진으로부터 연구기관관리를 원칙으로 전환
◦ 연구기관은 연구기관관리에 필요한 특허 등의 취득, 관리, 전개의 기능을
정비한다. 기술이전기관은 연구기관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
◦ 연구기관관리로의 전환에서 발명자인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향상을
위해 실시료수입에서 개인으로 충분한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
비. 덧붙여 연구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명자 인센티브의 지속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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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특허화를 추진함에 있어 특허를 둘러싸는 환경이 글로벌화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적연구기관에서도 국내특허만으로는 안되며 해
외에 있어서의 특허화를 촉진.

4. 공적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사업화의 촉진

공적연구기관과 기업등과의 공동연구, 기업등으로부터 공적연구기관으로의 위
탁연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연구성과의 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하여 기업등이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의욕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 공적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 기업 등에 대한 국유특허 등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의한 활용
◦ 기술이전기관으로 국유특허 등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의한 활
용의 확대 - TLO와 수의계약

5. 지적재산권 제도의 충실과 표준화에 적극적 대응

지적창조활동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 종전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서비스의 제공의 촉진, 분쟁 처리 기능의 강화
를 꾀한다.
◦ 일, 미, 유럽에 있어서의 공동선행기술조사․심사 등에 관한 협력을 진
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제국에 지적재산권제도 일반에 대한 지원.
특히, BT, IT 등 첨단기술의 적절한 특허보호를 위한 운용의 명확화와
국제적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시장화를 위
한 수단으로서 표준화에 적극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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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학기술기본법의 한계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내각총리대신 및 내각을 보좌하는 “지혜의 장”으로서 일
본전체의 과학기술을 조망하면서 각 省보다 높은 위치에서 종합적․기본적인 과
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행할 목적으로 2001년 1월에 內閣府設置
法(1999년 법률 제89호)에 따라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 내각부에 설치
되었으며10)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11)
◦ 과학기술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등의 자원배분 방침, 기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 리더쉽하에서 과학기술의 종합전략 및
이것에 근거해 책정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나타난 중요정책이 일본전체에 정
확하고 착실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추진의 사령탑으로서 省廳간의 종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선견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이때 경제재정자문회의,고도정보통
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전략본부) 등과 밀접한 제휴를 갖는 것으로 규정
되고 있다.12)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어디까지나 과학기술기본계획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
는 것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입장도 과학기술진흥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성과물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지적재산권을
이해하고 있다.13)

10)
11)
12)
13)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해당될 수 있다.
내각부설치법 제26조제1항.
일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장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지적재산전략에 대해」라는 보고서를 2003년 6월 19일 발간하
고, 후술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에 의한 추진계획에 반영되도록 동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표준화 전략과 대학의 지적재산활동에 대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1 -

제3장 국가전략으로서 지적재산의 활용

제3절 지적재산전략대강

Ⅰ. 지적재산전략회의

1. 개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여 2002년 2월 4일 제154회 국회에서 고이즈미 총리
의 “施政方針演說”에서 “연구활동 및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적재산으로서 전략적
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창설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력히 추
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25일 내각총리대신 결재에 의해 지적재산전략회의가
구성되었다.14) 동 회의는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재정정책담당․정보통
신기술(IT)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 및 민간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
고 내각총리대신이 개최한다.

2. 주요활동

◦ 2002년 3월 20일 최초회의부터 6월 14일 4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까지 관계 省․廳이 다루어야 할 구체적 행동계획 등을 포함한 “知的財産戰略大
綱”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고, 동년 6월 14일 지적재산전략회의(제4회)는 지적
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과 인재육성의 4가지를 큰 줄기로 하는 “知的財産戰略大

14)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동 회의를
개최한다. 일본수상관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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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을 발표하였다.
◦ 2002년 7월 3일 “知的財産戰略會議(제5회)”에서 “知的財産戰略大綱”을 확
정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였다.
◦ 또한 동 대강을 실시하기 위해 총리는 7월 5일 내각관방에 지적재산준비
실을 설치하였고, “지적재산전략회의(제7회)”에서 知的財産基本法案을 2002년 10
월 16일 제출하였다.
◦ 2002년 10월 18일 知的財産基本法案을 閣議에서 결정하였고, 2002년 11월
1일 衆議院 經濟産業委員會에서 심의에 들어가 11월 13일에 가결하였다.
◦ 2002년 11월 27일 衆議院 본회의에서 동 법안을 최종 가결, 성립되었다.

Ⅱ. 지적재산전략대강의 내용

1. 대강의 의의 및 목적

지적재산전략회의에서 만들어진 전략대강은 총리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으
로 이는 일본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15). 총리가 직접 책임자로 지적재산을 국가차
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명치시대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대강은 「지적재
산전략회의가 내각총리대신하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적재산 건국의 형성에 관한
시책에 많은 행정기관 등이 관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중점적인 시책을 신속하
고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있어서 지적재산전략대강
을 정리한 이후에도 그 착실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강의 목적은 「지적재산입국」에 있다. 지적재산입국이란 지적재산을
15) 상위레벨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대강 또는 지침은 하위레벨의 성청별 정책집행과정
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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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제품 및 서어비스의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
는 국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 대강의 구성

대강은 모두 “知的財産戰略大綱”은 서언과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본정부의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간결․명료하게 제시하고,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실현 기한 또는 일정까지 기재하고 있으며. 103개 항목
의 실시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92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기한에 대해서도 언급
하고 있다.
표 5 > 최종이행기간별 정책항목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무기한

합계

20

17

7

48

11

103

대강은 제1장에서 일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첫번째는 일본
의 산업경쟁력저하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적창조사이클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정책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중시를
제안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상기의 현상인식에 근거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해 지적
창조사이클의 각각의 국면에서의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과 이
들을 지탱하는 「인적기반의 충실」이라는 4개 분야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제3장은 구체적 행동계획으로서 2005년도를 목표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과 이들을 지탱하는 「인적기반의 충실」에 대해 각 부성별
추진과제와 실시목표, 기한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말미에 지적재산입국의
형성에 관한 시책의 신속하고 중점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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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전략본부」의 설치, 「지적재산전략계획」의 책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기본법」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주요내용
가. 창조전략
대학의 연구성과물을 이용한 기본특허의 창출과 그 주수요자인 기업의 활용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A. 대학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창조의 추진
지적재산의 창조를 중시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연구개발평가에 있어서 지적재
산의 활용, 연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의 확보,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인력과 체제의 정비, 연구개발성과
의 취급룰의 명확화, 지적재산권의 취득의 원활화, 연구시설개선 등의 환경정비
에 필요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1) 연구개발단계부터 그 연구성과의 응용, 기술이전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게
실시하는 연구개발제도의 구축
2) 연구개발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활용-특허정보와 관련된 기술정보이용 용
이 등
3) 종합과학기술회의 및 과학기술정책 관계 부처는 정책입안 및 평가에 국내
외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4)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5) 대학 및 TLO의 특허출원,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6) 대학 등에 대하여 특허관련 경비의 취급
7) 지적재산관리기능의 강화, 변리사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산학관 제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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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강화
8) 주요 국․공․사립대학에 지적재산본부의 정비16)
9) 연구자 및 사무직원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의 향상
10) 연구현장에서 학생을 포함한 공동발명자의 명확화 등
11)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적절한 관리(권리귀속, 이용촉진)
12) 지적재산권 취득에 관한 절차의 지원(특허출원 소프트웨어 보급 등)
13) 연구시설개선 등의 환경정비
B. 기업의 지적재산창조 촉진
대학 연구성과물의 주수요자인 기업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1)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17)
2) 발명자 정의의 명확화
3) 일본판 바이돌법 제도의 이용 철저18)
4) 대학으로 지적재산권의 귀속촉진. 대학에서 특허관리의 일원화 및 활용의
촉진
5) 정부에 의한 소프트개발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6) 미국 바이돌제도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심사제도를 도입
7) 특허전자도서관 접근 개선
8) 8개 중점분야에 대한 특허출원현황 공표

16) 2003년 예산규모는 24억엔으로 2003년 7월 15일에 총 34개 기관이 지적재산본부로 최
종 선정되었다. 국립대학 25개, 공립대학 1개, 사립대학 7개, 대학공동연구기관 1개이
다.
17)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의 발명자에 대한 처우실태조사 등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산업
정책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에서 검토.
18) 2002년도 위탁연구의 8할은 일본판 바이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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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수한 디자인, 브랜드의 창출지원
C. 창조성을 가르치는 교육․연구인력의 충실
연구인력의 양성 및 유동성, 다양성의 향상과 학생에 대한 지적재산 교육추진
에 관해 계획을 책정해야 한다.
나. 보호전략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심사 및 심판의 신속화, 특허법원의 창
설,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모방품 대책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
A. 특허심사․심판의 신속화
심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심사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단축화를 위한 시스템을
추진하며19), 심판제도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분

기관귀속적용

기관귀속적용않함

합계(%)

경제산업성

1967

38

2005(43%)

방위청

0

1086

1086(23%)

문부과학성

210

784

994(21%)

총무성

268

1

267(5.7%)

농림수산성

157

26

183(3.9%)

국토교통성

4

75

79(1.7%)

후생노동성

27

26

53(1.1%)

환경성

25

0

25(0.5%)

경찰청

6

0

6(0.1%)

합계

2664(57%)

2036(43%)

4700(100%)

19) 일본 특허법 개정(2003. 5. 23 법률 제47호)
◦ 특허료의 인하
- 특허료 및 특허출원수수료를 인하하고, 출원심사청구수수료를 인상
◦ 특허출원 취하 등이 있었던 경우 출원심사청구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도입
- 거절이유의 통지 등이 있기 전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출원심사청구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
◦ 특허료 등의 감면 조치의 재검토
-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는 권리 등이 특허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허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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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까지의 종합계획 마련(출원․심사청구 구조의 개혁)20)
2) 2006년 이후 세계최고수준의 신속․정확한 심사
3) 조기심사제도의 주지 철저 및 대비체제의 정비
4) 인터넷에 의한 특허출원 및 서류열람
5) 심판과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 재검토
6) 침해소송에서 무효판단과 무효심판의 관계 재검토
B. 실질적인 “특허법원”의 기능창출
지적재산 전문법원 설립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1) 東京․大阪地法으로의 전속관할
2) 고등법원의 관할을 東京高法으로의 집중
3) 전문가 참가의 확대 등 법원의 인적기반 확충
4) 증거수집절차의 확충
5) 재판외 분쟁처리의 충실
C. 손해배상제도의 강화(2005년)
침해할 수 도 있다는 인식을 제고한다.
1) 지적재산권 인식제고
출원심사청구수수료 등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한 자의 공유와 관
련되는 경우에 있어 지분이 정해져있을 때는 이러한 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서 납부해야할 요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감면 후의 금액에 그 지분의 비율을 곱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국가 이외의 자는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
-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를 하는 독립행정법인 및 공립시험연구기관이 납부해야할
특허료 및 출원심사청구수수료에 대해서 경감 혹은 면제 또는 유예가능
20) 2003년 7월 8일 공표된「特許戰略計劃」의 실시를 통해서 심사대기기간의 장기화 방
지 및 심사기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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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배배상제도 도입 등
D. 모방품․해적판 대책 강화
일본산업 및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1) 침해국에 대한 쌍무간․다자간 교섭을 통한 교섭력 강화
2) 해외에서의 일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3) WTO를 이용한 감시
4) WIPO에서의 논의에 참여
5)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을 활용한 쌍무교섭․다자간 교섭
6) 침해국가의 제도․운용 follow-up
7)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관조치의 구체적 개선
8) 국내에서 모방품․해적판 등의 단속강화
9) 국민의 의식 고양
E. 국제적인 지적재산제도의 조화와 협력추진
세계 특허시스템의 구축등을 위한 시스템 강화한다.
1) 선행기술조사결과․심사결과의 상호이용 등에 대해 각국 특허청과 협력 추
진
2) WIPO의 특허관련 조약에 적극적 으로 대응
3) 아시아의 제도정비 및 시행체제구축 지원(아시아공업소유권정보네트워크,
WIPO JAPAN TRUST FUND 등)
4) 아시아지역 등 개도국의 TRIPS협정이행 촉구
5) 생물다양성조약과의 부합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바이오기술의 진보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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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헤이그조약 등에 전략적인 대응
7) WIPO에서 검토중인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에 관한 새로운 조약에 적극적
으로 대응
F.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기업이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강화를 위한 전략프로그램을 책정할 수 있는 지
침을 작성
G.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 보호
1) 유용한 신창작물의 적극적인 보호(대학, 공공기관, 산업계, 특허청 상호간
의 제휴체제 구축)
2) 포스트게놈 연구성과의 적절한 보호
3) 재생의약, 유전자치료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법에서의 취급 명확화

다. 활용전략
대학 연구성과물을 기업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A. 대학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촉진
1) 대학 등에 의한 기관 일원적 관리시스템의 도입
2) 민간 전문가를 대학․ TLO로 파견, 산학제휴강화를 도모
3) TLO의 사업 충실화
4) TLO의 승인계획에 관계되는 사업의 실시를 계속 지원
5) 공적연구기관 등에 있어서 기술이전기능의 충실, TLO의 설치촉진
6) 산업계의 니즈(needs)와 대학의 니즈에 대한 매칭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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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이전촉진에 관해 기관으로의 인센티브 부여, 적정한 자원배분 방법 검
토
8) 지적재산본부의 정비 등에 의해, 연락활동, 인큐베이션 활동, 라이센스 활
동의 충실
9) 수탁연구, 공동연구 등에 관한 계약룰의 정비
10) 利益相反에 관한 룰의 명확화
B. 기업에 있어서 전략적인 지적재산의 활용21)
1) 지적재산의 경영전략화지침 책정
2) 노하우의 유출방지지침 책정
3) 지적재산의 정보공개지침 책정
4) 디자인, 브랜드의 전략적 활용
5) 네트워크상에서 이용되는 디자인에 대해 검토
C. 지적재산의 유통촉진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의 확립에 의한 특허유통제도(담보, 유동화 등)를 확립한다.
라. 인적기반의 충실
지적재산에 대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일반국민의 지적재산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21) 경제산업성(특허청) 2003년 1월 및 3월에 지적재산을 핵으로 한 기업전략을 위해 참
고해야 할 지침을 책정, 공표하였다.
◦ 지적재산의 취득․관리지침 : 지적재산을 중시한 영업방침․전략의 명확화, 지적재
산권을 토대로 한 사업전략 및 연구개발전략을 제시
◦ 영업비밀관리지침 : 기업이 영업비밀을 강화함에 참고로 해야 할 관리수준을 제시
◦ 기술유출방지지침 : 지적재산보호에 약한 지역 등에서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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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문인력의 육성
1) 법과대학원(law school)에 있어서 지적재산교육의 충실
2) 신사법시험제도에 지적재산법 등의 비즈니스에 관한 각종 법분야의 선택과
목화 검토
3) 기술계 학생에게 경영․법률교육의 충실화, “전문직대학원”의 설치 검토
4) 대학의 교직원이 지적재산제도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확충
5) 변리사 등 전문인력의 충실과 기능강화
B. 국민의 지적재산 의식의 향상
1) 용어를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으로 통일
2) 계몽을 위한 각종 세미나의 개최
3) 초등․중학교에 대하여 지적재산제도의 이해, 지적재산권 의식 교육
4)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제공 등에 의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의식을
보급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의 실시
5) 지적재산 관련 조사․통계의 정비
마. 지적재산전략대강의 실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설치, “지적재산전략계획”의 책정 등을 내용으로하는
“지적재산기본법”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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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적재산기본법

Ⅰ. 제정목적

內外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저하가 우
려되는 상황인 것을 근거로 지적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부가가치 높은 사업 활동
에 의해 건전하고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인 것을 감
안하여, 지적재산의 創造, 保護 및 活用에 관계되어 ① 기본 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및 사업자
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며 ②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③ 지적재산
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전략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
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법의 구성

지적재산기본법(평성14년 법률 제122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조- 제11조)은 총칙으로 동법의 제정목적, 정의규정, 기본이념, 국가 등
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제12조-제22조)은 지적재산을 통해 국
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원론적 당위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제3장(제23
조)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추진해야 하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제24조-제33조)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조
직과 사무에 대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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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지적재산기본법의 구성(Ⅰ)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적 시책

지적재산의 정의
◦ 발명, 저작물 등 인간의 창조적 노동에

◦대학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대학으로부터 사업자에의 지적

의해 만들어지는 것
◦ 상표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 영업비밀등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재산 이전의 원활화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의
리부여절차의 신속화

또는 영업상의 정보

◦권리 등의 지적재산분쟁처리
의 신속화
◦국내, 국경 및 해외에 있어서

권

목적
지적재산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

기본이념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
조가 되어지는 기반을

우리나라 지적재산에 대한 침
해 단속
◦국제적 제도의 구축과 국제

계획적으로 추진
하고 지적재산의
창조․활용에
의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부한 문화의

협력
◦신분야에 있어서 지적재산(포
스트게놈, 재생의료)의 보호

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기축으로
하는
활력있는

창조
◦우리 나라 산업의 국
제경쟁력 강화 및 지속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지침
의 책정

경제사회를 실현

적 발전에 기여

◦개인의
창업이나
의욕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에 있
어서 특별한 배려
◦지적재산에
육성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사업자가 서로
連携해서 지적재산전략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특히 대학․사업자는 발명자 등의 적정한
처우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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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지적재산기본법의 구성(Ⅱ)
제3장 지적재산추진계획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의 확보에 관해 정부가 집중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을 정함
◦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책은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 시기를 정함.
◦추진계획의 달성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개정을 행
하는 것.

▲
제4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전략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지적재산전략
본부를 설치
◦본부는 총리 이하 전 각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본부는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신속히 책정

부

칙

◦ 시행후 3년이내 개정

Ⅲ. 주요내용

1. 총칙

1) 동법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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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발명, 고안, 식물 신품종, 의장, 저작물 기타의 인간의 창조
적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자연법칙 또는 자연현상으로서 발견․해명되어진
것을 포함), 상표, 상호 등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 및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법(1993년 법률 제47호) 제2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업비빌)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육성자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법률상 정하여진 권리 및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권리

2) 동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이념을 보이고 있다(제3조, 제4조)

◦ 부가가치 높은 지적재산이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적절히 보호됨과
동시에 경제 사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널리 국민이 그 혜택을 향
유하면서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
로운 문화의 창조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

◦ 사업 재구축에 의해 일본 산업의 활력 재생, 새로운 사업의 창출 및 취업
기회의 증대를 가져와, 이로써 경제 구조개혁의 추진 및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

3) 지적창조사이클을 이루는 주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5∼8조)

◦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상기 이념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한다
- 사업 의욕이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특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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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 이념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계되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
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한다.

◦ 대학의 책무
- 대학은 그 활동이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
을 감안하여, 인재의 육성, 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자주적이며 적극적으로 노
력한다.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으로
대학(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 공동 이용 기관을 말한다)과 관련되는 것을 책
정하고 이것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주성 존중 기타 대학에 있어서
의 연구의 특성을 배려

◦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 사업기반의 강화 등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4) 정보의 제공(제20조)

국가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정보화를 도모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서 기본 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과
동시에, 內外 동향을 조사 및 분석을 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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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휴의 강화(제9조)

국가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등 및 사업자가 상호 제휴를 도모하면서 협
력함으로써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이러한 사업자간의 제휴강화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6) 법제상의 조치(제11조)
정부에 의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

나. 기본적 시책

1) 연구개발의 추진(제12조)

과학기술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방침을 배려하면서, 창
조성이 풍부한 연구자의 확보 및 양성, 연구시설 등의 정비 및 연구개발과 관련
되는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 기타 연구개발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2) 연구성과이전 촉진(제13조)
대학 등에 있어서 연구성과가 적절히 관리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원활
히 이전되도록 대학등으로 부터의 기술이전사업의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는 것

3) 권리부여의 신속화(제14조)
◦ 발명, 의장, 상표 등 국가의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
해서 조기에 권리를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원활한 사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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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권리의 부여 등에 관한 절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는 것과
◦ 위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권리의 부여 등과 관련되는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함

4) 소송절차의 충실 및 신속화(제15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의 충실, 신속화 및 재판외의 분쟁처
리제도의 확충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5)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제16조)
◦ 일본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및 일본열도에 수입되어 지적재
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제휴협력 체제하에서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 일본열도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개인 및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법인등」이라고 한다. )에게 속하는 지적재산권이 외국에서 적정하게 보
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 관계 국제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황에 따라 제
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6) 국제적인 제도의 구축(제17조)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기관 기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
제적으로 부합하는 지적재산과 관련되는 제도를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법인 등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적재산권을 취득 또는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7) 新分野에 대한 지적재산의 보호(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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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의 진전이 현저한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유용한 성과의 적정
하고 신속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심사절차의 개선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는 것
◦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의해, 지적재산의 이용방법이 다양화하는 것을 감
안하여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사람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내용의 확
충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8) 경쟁촉진의 배려(제10조)
지적재산의 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그 공정한 이용 및 공공이익의 확보에 유
의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및 신규 참가의 기회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도록 배려하는 것

9) 사업자의 活力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한 환경의 정비(제19조)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창조, 보호 및 활용함으로써 새
로운 사업의 창출 및 원활한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참고가
될 영업상의 지침작성 등 기타 사업자의 활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한 환경정비
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10) 학습의 진흥(제21조)
국민이 널리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함으로써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학
습의 진흥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11) 인재의 확보(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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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및 사업자와 긴밀한 제
휴 협력을 꾀하면서,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다. 지적재산전략본부
1) 설치 : 내각에 知的財産戰略本部를 설치(제24조)
2) 본부의 소관 사무(제25조)
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전략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를 추진
②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으로 중요한 것의 기획에 관한
조사 심의 및 그 시책의 실시의 추진에 관한 것

3) 본부의 조직(제26∼29조)
① 지적재산전략본부장 : 내각총리대신
② 지적재산전략부본부장 : 국무대신
③ 지적재산전략본부원 :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국무대신 및 전문가중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사람
④ 본부의 사무는 내각관방에 두고 처리

라. 지적재산전략계획(제23조)

1) 본부에 의한 知的財産戰略計劃의 작성
2) 지적재산전략계획의 내용
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할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② 지적재산의 창조에 관계되어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하는

- 41 -

제3장 국가전략으로서 지적재산의 활용

시책
③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계되어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하는
시책
④ 지적재산의 활용에 관계되어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하는
시책
⑤ 지적재산에 관한 학습의 진흥 및 인재의 확보 등에 관련하여 정부가 집중
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하는 시책
⑥ ①∼⑤에 정해진 것 외에,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3) 지적재산전략계획에서 정하는 시책은 원칙으로 당해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달성의 시기를 명기

4) 본부는 적시에 상기 목표의 달성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

5) 본부는 적어도 매년 1회, 전략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것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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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적재산전략본부

Ⅰ. 구성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기본법이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22) 추진계획
의 작성 및 실시, 중요한 시책의 기획 및 심의를 행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2월 26일에 내각에 발족시켰다.
본부장은 수상이, 부본부장으로서는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문
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4명이 지명되었다. 본부원으로는 모든 각료외에 阿部
博之 종합과학기술회의의원 등 민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다.23) 그 명단은

22) 지적재산기본법의 시행기일을 정한 시행령[政令제44호(2월 28일)]
일본 내각은 지적재산기본법(2002년 법률제122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시행
령을 제정한다. 지적재산기본법의 시행기일은 2003년 3월 1일로 한다.
23) 지적재산전략본부령[政令제45호(2월 28일)]
내각은 지적재산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제1조 (국무대신이외의 본부원의 정원 등) 1. 지적재산전략본부원(이하 본부원)중 지
적재산기본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열거된 본부원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2. 전항의 본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된 본부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의 본부원은 재임될 수 있다.
4. 제1항의 본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조(전문조사회) 1. 지적재산전략본부(이하 본부)는 전문사항을 조사시키기 위해 필
요한 때에는 그 의결에 의해 전문조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조사회의 위원은 당해 전문사항에 관해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내각총리
대신이 임명한다.
3. 전문조사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4. 전문조사회는 그 설치에 관한 조사가 종결되는 때에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전문조사회에 속하는 본부원)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이하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조사회에 속해야 하는 자로서 본부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4조(보칙) 이 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부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부
장이 본부에 자문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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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표 9 > 지적재산전략본부 민간전문가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책

安西祐一郞

慶応義塾長

角川歷彦

角川書店會長 겸 CＥＯ

川合眞.

理化學硏究所 主任硏究員

久保利英明

弁護士

下坂スミ子

弁理士

中山信弘

東大法學部 敎授

野間口有

三菱電機 社長

御手洗富士夫

キヤノン 社長

森下龍一

阪大大學院医學系硏究科 助敎授

또한 내각관방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장에는 荒井壽光(전특허청장(1996년))
씨가 3월 1일부로 취임하였으며,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멤버는 25명으로, 멤
버의 출신을 보면 産學官으로부터의 강력한 혼성부대이다. 행정으로부터는 경제
산업성, 특허청, 총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법무성, 농림수산성, 산업계로부터는
정밀기기, 전기메이커 등 몇몇 회사, 대학으로부터는 2명의 조교수로 구성되어
있다.24)

Ⅱ. 소관업무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업무는 지적재산기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① 지적재산
전략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추진하는 것, ②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조사심의, 그 시책의 실시추진 및 종합
조정에 관한 것이다.
24) 일본경제신문, 200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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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적재산전략본부에 대한 반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의 작성에 있어 수상은 “추진계획은 종래의 제도에 구
애받지 않고,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3년간에 걸쳐 집중적인 개혁을 추
진하자”는 결의를 보였으나,25) 일각에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26)
수상이 직접 참서한 제3차 회의(2003. 5. 21)에서 장관과 전문가의 일부가 지
재권 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다. 수상의 면전에서 수상이 대방침이라고 하
는 「개혁」에 정면으로 반대를 주창하는 이상한 회의였다고 한다. 경제산업성,
재무성, 법무성의 장관은 특허심사의 신속화, 위조품․해적판 방지의 강화책 등
에 대해 현행 제도의 결과를 보고난 이후에 하여도 늦지 않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지재고등법원의 창설이나 기술계판사의 도입에 대해 사
법제도개혁추진본부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이번 국회의 개정 민사소송법 성립 이
후의 기능을 들어, 역시 필요없다고 하는 의향이 농후한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어떤 민간본부원은 기술계판사 도입에 명확하게 반대를 주창하면서, 「미
국의 기술판사는 지재권 안건을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추진
사무국에는 지재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 「골자안에 의미를 모
르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지재학과는 있지만 이러한 학문은 없다」고 주장했
다.

제2절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Ⅰ. 개요

25) 일본경제신문사, 2003. 3. 20
26) 일본경제신문, 200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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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지적재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
치되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활력있는 경제사
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전략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3월 19일에 개최된 제1회 지적재산
전략본부 회의이래 매월 1회 정도 본부원간에 활발한 논의를 거쳐 7월 8일 제5
회 회의에서 종래에 없는 획기적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되는 「지적재산의 활용,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결정하였다.
본 추진계획에서는 「지적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대응방침으로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종래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지적재산에 관한 특례를
만든다.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할 수 있
도록 종래의 개념에 구애받지 않은 대담하고 유연하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다. 둘째, 국제경쟁력 있고, 세계에 통용하는 제도를 만든다. 세계 각국의 기업이
일본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세계에 통하는 매력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셋째, 신속하게 개혁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계의 변혁에
적응하도록 기업도, 국가의 제도도 계속 변해야 한다.
추진계획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약 270여개 항목
에 달하는 관련시책을 다루고 있으며 총론과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계획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표 10 >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의 주요골자
1. 대학에서 지적재산의 창조,보호, 활용
2. 특허신속화법의 제정
3. 의료관련 행위의 특허보호
4. 지적재산고등법원의 설립
5. 모조품대책 및 국경조치의 근본적 강화
6. 국제표준에 대응한 특허의 취득 및 활용
7. 콘텐츠비지니스의 진흥
8. 지적재산에 중점을 둔 법과대학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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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에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지적재산의 창출
◦지적재산의

창출을

중시하는 연구개발
◦지적재산의 취득 및
활용을 평가에 반영

룰의 명확화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귀속
◦영업비밀의 관리

체제, 기능의 강화
◦특허관련경비의 충실
◦대학지적재산본부를
설치
◦TLO지원
◦민간인력의 활용

2. 특허신속화법의 제정
과제

대량의 심사적체
약 80만건

종합대책
◦외부인력의 활용에 의한 계약
제 심사관의 대폭증원
➡
➡
◦심사보조직원의 채용
◦선행기술조사의 외부발주

세
계
수
준
의
심
사

3. 의료관련행위의 특허보호
이에 대한 전략계획의 기본적 입장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선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연구자 및 기업은 의료기
술의 진보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안정성문제와 의사의
진료행위가 특허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4. 지적재산고등법원의 설립
지적재산고등법원 설립목적은 ① 판결의 통일화(판결의 예측가능성 확보), ②
전문성 향상, ③국내외에 지적재산중시 정책의 표명(아시아의 중심적 지재권전문
법원을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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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일본의 지적재산고등법원

5. 모조품 대책 및 국경조치의 강화
침해빈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쌍무간, 다자간 대응을 펼칠 뿐만 아니라, 권
리자인 기업과 연계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모방
품, 해적판의 수입금지가 이루어진 겨우 세관이 수입자, 수출자의 성명 등의 정
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중이다.

6. 국제표준에 대응한 특허의 취득 및 활용
장래 그 성과의 보급이 기대되며 광범위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 표준화전략을 세우도록 지원하며, 표준
화전략이 고려된 국가의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실시계획중에 지
적재산권의 획득에 관한 전략뿐만 아니라 표준화에 대한 활동재원 확보를 도모
한다.
그림 9 > 국제표준에 입각한 특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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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재산에 중점을 둔 법과대학원 등의 설치
이공계학생이나 사회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산을 중시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
는 법과대학원, 기술경영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야간법과대학을 통해 기술과
법률에 강한 인력의 육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법과대학원의 교수자격에 대해
서는 법학부의 교육경험에 구애받지 않고 실무경험도 중시하여 전임교수 임용.

Ⅱ. 창조분야

지적창조사이클은 지적재산의 창조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의미에서 창조
적이며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고, 이것을 원할하게 사회에 환원하는 매
카니즘을 빼고서는 지적재산입국은 실현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비범한 재능을 가
진 연구자의 창조의욕을 지금이상으로 자극함과 동시에 대학, 공적연구기관등에
서 우수한 지적재산이 창출되어 이것이 사회에서 최대한 활용되는 매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의 특허는 연구자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연구성과의 권리
화 및 기업등으로의 기술이전은 기본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지
만 2002년에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재산정책부회가 제시한 「지적재산전략에 대
해」라는 보고서에서 2004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를
계기로 원칙적으로 특허등에 대해서는 기관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리
화 및 기술이전 등을 대학의 「지적재산본부」 등 기관이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이것은 지금가지 개인귀속이었던 특허등을 기관귀속으로 하
는 대신에 특허출원절차 및 경비를 기관이 부담하는 것 이외에 그 활용에 대해
서도 전문 인력등이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추진계획중은 아래와 같은 시책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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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연구개발평가시 라이센스 실적 등 지적재산을 활용
연구개발평가에 지적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라이센스 실적, 공동연구, 사업화
실적 등 「종합평가지표」를 만들어 연구비 등의 자원배분 및 연구자의 업적평
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평가에 활용한다.

2. 지적재산을 대학등 기관으로 일원화
대학, 공적연구기관에 있어서 특허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꾀하도록 대학등의
일원적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를 위해 지적재산에 관한 연
구자와 기관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룰을 명확화한다.

3. 대학등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경비의 충실화
특허권이 대학 등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국내외 특허출원건수의 증
가가 예상됨으로 대학등의 해외출원경비를 포함한 특허관련경비 지원을 충실하
게 행한다.

4. 대학 지적재산본부 및 TLO의 정비
대학의 지적재산본부 및 기술이전기구(TLO)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고, 대학등
에서 지적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을 추진한다.

5. 특허법의 직무발명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한다.
발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보, 기업의 특허관리 비용 및 리스크
의 경감,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특허법 제35조의 직무발
명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법률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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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호분야

1. 지적재산의 보호강화
지적재산의 인센티브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효과적 활용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의 적절한 보호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제도 및 체제는 향후에도 충실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롭게 창출되는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제도와
의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기술혁신의 진적에 입각하여 적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권리취득절차 소송절차의 충실 및 신속화를 위한 체제를 정비함
으로써 지적재산의 확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적재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기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경
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판결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소송내
용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지적재산 관
련 소송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와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와 체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지적재산의 분쟁처리기능의 강화는 지적재
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라이센스 협상을 활발하게 하는 등 지적재
산의 활용에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계획안에 아래의 시책을 담고 있다.

가. 특허심사신속화법의 제정
우수한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특허심
사의 신속화가 불가피하다. 가까운 장래에 8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
사미착수 안건을 축소하기 위해 심사기간에 대한 단축목표를 정하고, 외부인력의
활용에 의한 임기제 심사관의 배치, 관계 법령의 개정 등 특허심사의 신속화에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정한 「특허신속화법」을 200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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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관련 행위에 관한 특허보호
환자가 보다 선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의료 관련 행위
에 대해 특허법상의 취급에 대해 폭넓게 검토한다.

다.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창설을 도모
국내외에 지적재산을 중시한다는 국가정책을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지적재
산 고등법원의 창설에 대해 필요한 법안을 200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라. 세계특허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세계특허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행기술조사결과,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는 등
국제적인 심사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WIPO의 PCT 및 SPLT에 관한 논의에 적
극 참여하여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한다.

2. 모방품, 해적판 대책
모방품, 해적판 등의 지적재산침해물품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전의 상표권침
해품 뿐만 아니라 의장권 및 특허권에 대한 침해물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침해하
는 측의 기술수준의 향상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시장의 대응, 국경 및
국내단속 강화, 관민의 협력체제의 강화 등 일본 국내의 대응뿐만 아니라 제외국
의 단속강화 요청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가. 외국시장대책을 강화
외국시장에서의 모방품, 해적판 대책으로서 일본 기업이 제외국에서 지적재산
에 관한 권리취득 및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나
관민의 합동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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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쌍무교섭, WTO나 APEC등의 다자간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향후
ODA(정부개발원조)에 의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적재산제도의 정비, 집행을 지
원한다.

나. 국경 및 국내단속을 강화
세관에서 모방품, 해적판의 수입금지가 되는 경우에 세관이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관세정율법 등 관련 법령의 개
정법안을 200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나 유럽
에 있어서의 법원을 활용한 제도를 참고로 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기초로 신속
한 침해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기에 구축한다.

다. 관민합동체제를 강화
정부가 일체가 되어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에 몰두하기 위해 관계부성의 전문
관리직 담당관이 책임을 갖고 침해품 대책을 실시, 또한 관계부성이 효과적으로
제휴하는 체제에 대해 검토, 2004년도중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Ⅳ. 활용분야

지적재산활동에 의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어, 적절하게 보호되더라도 이것이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경제활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를 위해 기업 등은
스스로 사업활동중에 지적재산으로 그 부가가치가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
며 동시에 일본정부도 관련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개발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보
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의 우열뿐만 아니라 이것이 표준기술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자국의 연구성과를 지적재산으로서 보호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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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국제표준으로서 자리잡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기업이 지적재
산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시장을 얻기 위해서는 관민이 일체하여 국제표준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추진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담고 있다.

1. 지적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

지적재산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 가진 지적재산의 정
보공개, 가치평가수법 등을 정비한다. 또한 지적재산의 관리 및 유동화를 촉진하
기 위해 신탁제도 등을 활용하고, 관리신탁에 대해서는 관리회사 및 TLO의 참가
를 원칙적으로 자유로 하는 등 2003년중으로 법을 정비하며, 유동화신탁에 대해
서도 지적재산을 신탁업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일반회사의 참가도 인정하도록
신탁업법을 개정한다.

2.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

국가의 연구개발프로젝트 등에서 향후 그 성과의 보급이 기대되고 널리 사회
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조기에 표준화전략을 책정
함과 동시에 표준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를 꾀하는 등 여구개발, 지적재산권취득,
표준화를 일체화하여 추진한다. 더불어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
(IEC)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표준화기관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산
학관이 연계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기술표준의 효율적인 활
용이 도모되도록 특허풀의 형성을 지원하면서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는 권리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 지적재산활용 환경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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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해 특허출원비 뿐만 아니라 변리사비용 및 지적재산
권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등을 검토하는 등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중소기
업, 벤처기업을 활성화한다.

Ⅴ. 인재육성 분야

지적재산 입국」의 실현에는 지적재산 창조의 담당자를 육성함과 더불어 그
권리화나 분쟁 처리, 지적재산 라이센스 계약 등의 고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가의 증원 및 양성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이하의 시책에 의해 지적재산에 강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변호
사․변리사를 위시한 전문인재의 충실을 진행시킨다. 또, 고도의 지적재산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질․양 모두 충실한 지적재산 교육을 추진함과 함께, 법률․기
술․경영 등 각 영역의 지식에 통달한 「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추진한다. 게다
가 지적재산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재산 실무에 정통한 학자․연구자를
대량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1. 지적재산관련 인력의 양성
변호사, 변리사의 대폭적인 증원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 지적재산에 강하고 국
제경쟁력이 lT는 변호사, 변리사를 육성한다. 또한 지적재산법을 사법시험의 선
택과목으로 하는 등 지적재산교육과 사법시험의 연계를 추진한다.

2. 지적재산 교육, 연구, 연수를 추진
법과대학원, 기술경영대학원, 지적재산전문직 대학원 등에서 지적재산 교육을
충실을 도모한다. 또한 야간의 강좌개설등을 통해 사회인의 지적재산교육을 도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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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함양
연구자, 아동․학생, 대학생, 사회인 각각 대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꼼꼼한 교
육을 행하여 국민의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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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02년 7월 코이즈미 총리대신이 개최하는 지적재산전략회의에서 지적재산전
략대강이 보고되었다. 이 대강은 지적창조사이클의 확립을 통해서 「지적재산입
국」의 실현을 향한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이며 이른바 Pro-patent 정책에 의한
가일층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적창조사이클의 확립을 도모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의 실현
이 지극히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재산전략대강
에 있어서도 「특허등의 심사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안정
된 권리 설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심사기간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2002년 11월에 동 대강에 의해 제정된 지적재산기본법에 있어서도 국가가
발명 등의 지적재산에 대해서 「소정 절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심사체제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
한편, 근년의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 등에 수반하는 심사청구 건수의 증가에
부가하여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에 의한 일시적인 심사청구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
고 있다. 그 결과, 심사착수를 기다리고 있는 출원(이른바 滯貨)이 급증하고 이것
에 비례하여 심사착수의 대기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이 우려되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2008년에는 40개월에 달하고 2013년에는 60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8)

27) 지적재산기본법 제14조제1항.
28) 特許廳, 特許戰略計劃, 2003. 7. 8., 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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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심사청구건수, 심사대기건수, 퍼스트액션기간

* 자료 : 特許戰略計劃(日本特許廳)

이러한 상황을 고려, 지적재산전략대강에서는 우선 「2002년도 중으로 심사청
구기간의 단축에 수반하는 심사청구 건수의 급증이 예상되는 2005년도까지의 계
획을 책정함」과 아울러 「2002년도 이후, 그 실시 등을 통해서 심사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심사 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단축화를 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200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세계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심
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효율화를 꾀하면서, 심사체제정비에 노력하
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일본 특허청은 2003년 7월 8일 공표된「특허전략계획」의 실시를 통해
서 심사대기기간의 장기화 방지 및 심사기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이하 「特許戰略計劃」의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제2절 주요내용

Ⅰ. 심사청구 건수와 심사착수 가능 건수의 장기적인 균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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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착수 가능 건수의 증가를 위해

(1) 특허심사관의 증원
개개의 출원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허심사관이며 신
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허심사관의 증원이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의 정원 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34명의 특허심사
관을 증원하였다.

표 9 > 주요국에 있어서의 심사체제 정비계획
구분

미국

유럽

한국

심사관수
3538명(2002년)
2917명(2001년) 453명(2003년 5월)
(현재)
채용계획 6년간(2003-2008) 2002년에 새로이 6년간(2002-2007
3300명 채용예정
440명 채용
년) 500명 증원
/실적

일본
1105명(2002년)
2003년도 34명
증원

(2)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 확충과 지정조사기관의 신규참가의 촉진
특허심사는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출원시점의 기술수준이나 선행기술을 고려
하여 신규성․진보성 등의 판단을 한 다음, 특허허여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 이중 특허허여의 판단은 특허심사관이 스스로 해야하지만 그 판단의 재료가
되는 출원시의 기술수준이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무는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수법의 정비에 의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1989년에 제정
된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단법인 공업소
유권협력센터(IPCC)를 지정조사기관으로서 지정하고 충분한 비밀유지보호체제나
중립성․공평성을 확보한 후에 특허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의 외부발주(아웃
소싱)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의 일환으로서 선
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을 확충하고 새로운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진행시킬 필요
가 있다. 2003년도에 있어 특허심사관이 착수하는 건수의 약 7할에 상당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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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건(2002년 약14만건)을 선행기술조사의 외부 발주로 확대한다. 2004년도 이
후에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외부발주의 한층 효율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심사관과 선행기술
조사를 발주받은 사람이 직접 만나 긴밀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형태
외주」를 확충하여 위탁을 받아 조사하는 인력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신뢰성
향상에 노력한다.
더불어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한 품질향상과 가일층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수탁받을 수 있는 지정조사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의 재검토등
신규 참가의 촉진을 향한 검토를 진행한다.

(3) 심사보조직원의 활용
퇴직한 심사관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이공계의 박사과정 수료자(이른바
포스트 닥터) 등을 심사를 보조하는 비상근 직원으로서 채용해 필요한 조언이나
첨단기술 분야의 설명 등을 하게 하고 있다.
○ 심사관 경험자를 심사보조직원으로서 채용
2002년도 42명→ 2003년도 48명
○ 포스트 닥터 등을 심사보조직원으로서 채용
2002년도 9명→ 2003년도 31명

(4) 합리적․효율적인 심사의 실현
일본의 특허심사관은 구미의 2∼3배에 달하는 건수의 심사를 하는 등 높은
효율성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정확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심사의 실현을 계속해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① 심사업무의 가일층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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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합리적․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기준의 재검토
심사의 대상이나 선행기술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공평한 특허심사로
연결되고, 나아가서는 안정적인 권리설정을 하기 때문에 출원인에 있어 큰 이익
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단일성 요건을 재검토하였
다. 이것과 아울러 명세서 기재요건의 명확화를 포함해 특허심사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개정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수의 청구항을 가지는 출원(이른바 복잡출원)에
대해서 심사업무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일․미․유럽 삼극특허청이나 PCT 국
제기관회의 등에 있어서 대응이 의논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고려한 대응책
을 검토한다.

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착수의 본연의 자세 검토
특허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일이 빠른 것부터 해야 한다. 그러나 「조기
심사」나 「관련출원연계심사」와 같이 출원인의 요청이나 심사착수의 효율성이
라는 관점으로부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공평성을 배려하면서 합리적인 범위내
에서 착수 순서의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PCT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PCT 출원에 필요한 국제조사와 PCT 출원
이 국내로 이행했을 때에 행해지는 심사와의 중복, 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
내출원에 대한 심사와의 중복도 발생하는 등 심사업무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된 업무를 같은 시기에 할 수가 있다면 동일한 특허심사관이 판단을 함으로
써 업무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판단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실현하기
위한 소정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출원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심사관에 의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확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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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이나 외국의 특허청에서 작성된 선행기술조사․심사결과의 유효 활용
현재 여러 국가로부터의 PCT 출원이나, 일본의 국내출원을 기초로 하는
PCT 출원에 있어서 일본도 지정한 PCT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출원에
는 타국 특허청에서 이미 선행기술조사를 한 것이나 일본 특허청이 이미 국제조
사 등을 한 것이 수많이 포함되어 있다. 효율적인 특허심사를 진행시킨다는 관점
에서 일본이나 외국의 특허청에 의한 기존의 선행기술조사․심사결과를 최대한
으로 활용한다.

ⅳ) 심사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지금까지 별도로 정비되어 온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검색시스템과 심사관의
사정서나 출원인에게로의 응답서류의 기안을 하는 심사관련 시스템을 2005년을
목표로 통합할 것을 검토한다.

② 보정제한과 관련된 심사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재검토와 새로운 조치
검토
일본의 보정제한과 관련되는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이용자로부터 구미와
비교하여 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의 권리범위가 과
도하게 작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특허심사의 국제적 조화를 진행시키는 관점에서 출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다 알기 쉬운 기준에 근거한 탄력적인 운용에 의해 보정
된 내용이 출원시의 명세서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인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3년 여름을 목표로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또, 분할출원에 있어서 출원일의 소
급을 인정하는 분할요건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소정의 조치를
강구한다.
한편 일본 특허심사에 있어 최초거절이유통지 이후에 권리범위의 보정을 비
교적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어 이미 행해진 선행기술조사나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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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다른 범위를 재차 조사하거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
미의 특허심사에 있어 이러한 보정은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되지 않아 새로운 범위의 선행기술조사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출원할
필요가 있다. 구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구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조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를 도
입하는 경우, 출원인에 대한 보정의 기회가 현행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출원인이 심사착수 예정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심사착수 시기를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일정기간 늦추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명세서 기재나 출원절차에 있어서 변리사에 대한 기대
ⅰ) 외국 관련 출원명세서의 적정화
여러 국가로부터의 출원에 대해서는 일본어로의 번역이 필요한 것, 외국에 거
주하는 발명자와 일본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한 것 등을 배경으로 특허 명
세서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첫번째 거절이유통
지에 있어 기재 미비를 이유로 하는 비율은 일본내 출원은 23%인데 비해, 외국
관련 출원에서는 5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명세서는 안정적인 권리
설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심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안정적인 권리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리인등의
협력을 통해, 여러 국가로부터의 출원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ⅱ) 담당 변리사의 명확화
대기업을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출원이나 대기업 특허사무소에 소속한 변리사
를 대리인으로 하는 특허출원 중에는 그 기업의 지적재산 관리책임자나 특허사
무소의 대표자만이 대리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내용에 따라 세
심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작성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피하
기 때문에 실제로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담당 변리사를 대리인으로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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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요구된다.

2.

심사청구 구조개혁을 위해

향후, 심사청구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하는 출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보아서 손색이 없는 수준에서 신속하고 정
확한 특허심사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심사착수 가능건수
의 증가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출원인이 심사청구 구조개혁
에 노력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지적재산전략대강에 있어서도 특허심사와 관련하
여「기업의 지적재산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양적 확대의 추구로부터 경영전략의
관점으로부터 가치가 높은 것을 목표로 하도록, 그 기본적인 자세의 전환을 재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책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를 위
해 심사청구 구조개혁의 장려,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기업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지적재산의 취득․관리 지원
일본에 있어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가치 높은 지적재산을 중시하고 기업이 지
적재산관리를 강화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에서는 2003년 3월에 「지적
재산취득․관리지침」을 만들었다. 특허청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 보
급․계발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지적재산
의 취득․관리에 있어서는 변리사의 공헌도 기대된다. 이러한 기업이나 변리사에
의한 전략적인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출원인별, 대리인별 특허율, 선행기술문헌공개 동향, 기재불비율 등의 데이터를
공표할 것을 검토한다.

(2) 특허 관련 요금의 개정에 의한 출원인간 비용부담의 불균형 시정과 심사
청구의 적정화
2003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출원료는 출원촉진이라는 관점에서 현행의 2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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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엔에서 1만 6천엔으로 감액된다. 또, 심사청구료는 평균적 출원(청구항 7. 6항)
인 경우 약 10만엔이었지만 2배인 약 20만엔으로 인상된다. 특허료에 대해서는
평균적 출원(청구항 7. 6항, 권리유지기간 9년)인 경우 약 36만엔이었던 것이 반
액인 약 16만엔 정도로 인하된다. 이와 같이 출원 1건당 출원료와 특허료의 인하
액의 합계를 심사청구료의 인상액을 웃돌도록 설정함으로써, 출원 1건에 대해 출
원으로부터 특허취득, 권리유지에 필요한 총비용은 현행에 비해 10만엔 정도 인
하된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심사청구료가 심사의 실제 비용에 비해 꽤 낮은 액수로
설정되어 특허율이 높은 출원인이 납부하는 고액의 특허료에 의해 특허율이 낮
은 출원인의 심사비용을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요금개정에 의해 특허
율이 높은 출원인 즉, 특허성이 높은 출원에 중점화하여 심사청구를 많이 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출원인일수록 출원으로부터 특허취득, 권리 유지에 필요로 하는
총비용은 경감되는 요금체계로 변경된다.
즉 새로운 요금체계는 적정한 심사청구를 하는 모든 출원인에 있어 중장기적
으로 보아 유리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심사청구료의 인상이 자금이 윤택하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있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특허법 및
산업기술력강화법에 근거하는 감액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현재 실
용신안에 대해서 특허청의 위탁에 의해 무료로 행해지고 있는 선행기술조사를
특허로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조치의 확충을 검토한다.

표 10 > 평균적 출원에 있어서의 신구 요금 비교
구 분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합계

현행요금(구자료)

2.10만엔

9.95만엔

35.62만엔

47.67만엔

개정요금(신자료)

1.60만엔

19.90만엔

16.66만엔

38.16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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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청구요금의 반환제도 도입에 따른 심사청구된 출원의 재검토 촉진
현재 심사대기기간이 2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부족해진 것 등을 이유로 권리취득의 필요성이 잃게 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심사의 필요가 사실상 소멸한 출원의 취하를 촉진하
기 위해 2003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청에 의한 특허사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의 도달전에 출원을 철회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지불한 사람의 청구에 의해 심사
청구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평성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육성과 본연의 자세의 검토
이번 특허관련요금의 개정에 의해 출원인이 충분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심
사청구를 하는 것이 기대된다. 그렇지만, 일부의 기업을 제외하면 민간에 있어서
의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체제․능력이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강화를 둘러싼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구조심의
회 지적재산정책부회 등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민간에 있어서 선행기술조사 환경정비를 꾀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의 제약 등에 의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실비
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함과 함께, 일반공중의 표준적인 이용을 기본으로서 홈페
이지상의 「특허전자도서관」을 통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특허심사관이 가지는 선행기술조사의 노하우를 출원인도 활용할
수 있고 특허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의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기술분야마
다 작성하고 있는 「서치전략파일」을 요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향후, 그 내
용의 충실이나, 보다 적극적인 공개에 대한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러한 대응에 덧붙여 특허청에서는 민간 선행기술조사기관의 활동 실태나,
출원자의 구체적인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요구 등을 파악하면서, 변리사가 완수해
야 할 역할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예를 들면, 유럽특허청이 출원전체의 건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
는 것을 참고로 선행기술조사기관이 행한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출원인이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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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기 전에 그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제도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
행기술조사결과를 첨부해 심사청구를 할 경우 심사청구료를 감액하는 제도도 고
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비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새로운 의무의 부과여부, 연구개
발단계로부터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인센티브의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기술 지정조사기관의 능력이나 업무의 중립성․공평성, 조사내용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 확보 등도 입각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전략적 특허취득의 지원을 위해

1.

전략적인 특허취득을 지원하는 특허심사의 실시

(1)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전하는 속에서 適時에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특허보호
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를 적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보다 창작이 곤란하고 진보성이 높은 기본적인 발명을 한 사람이 많은 이익
을 얻을 수 있도록 특허보호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진보성이나 기
재요건의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재생의료 관련 발명의 보호
②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의 명확화
연구개발의 진전에 수반해 새롭게 태어나는 유용한 신창작물이 특허로서 적
절히 보호되도록 대학․공적연구기관이나 산업계와의 제휴나 기술동향 조사를
통해 최신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심사기준의 명확화를 도모해 간다.
③ 보정제한과 관련된 심사기준의 재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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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한 특허심사의 확보
산업경쟁력강화에서 신속한 특허권의 부여에 부가하여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심사에 있어 정확성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① 중요 안건에 대한 협의의 실시
출원인이 기업전략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출원이나, 사회적으로 주목되
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이 크며 보다
적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출원인이 연락을 긴밀히 하여 중요
한 출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심사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참가한 협의를 통해서
보다 적절한 판단을 내리도록 특허청내의 체제정비를 진행한다.

② 심사․심판의 제휴 한층 강화
심사와 심판의 사이에 판단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출원인의 권리취득의 예견
가능성이 저하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된다. 이러한 출원인의 부담
을 극력 경감하기 위해 심사와 심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통일적인 운용을 하
도록 노력한다.

③ 특허심사관․심판관에 대한 연수의 충실
특허심사관․심판관이 첨단기술분야의 기술동향을 적절히 파악하여 정확한
심사․심판을 할 수가 있도록 연구개발 현장에 있어서의 연수나 실제의 특허권
의 활용실태 습득기회의 확충을 꾀하는 등, 첨단기술분야 등에 대한 연수의 강화
에 노력한다.
또한 제도개정, 기준개정에 수반하는 법령․심사기준과 관련되는 연수에 대해
서는 특허심사관․특허심판관에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변리사 등에게도 연
수의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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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

① 면접심사, 순회심사․순회심판의 충실과 변리사에 기대되는 역할
출원인이나 발명자와 특허심사관이 직접 만나 하는 면접심사는 원활히 납득
할 수 있는 심사결과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투명성을 고려하면서 그 충실을 꾀
한다. 특히, 향후 심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이나 벤쳐기업으로부터의 출원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출원중에는 일본산업의 근간을 담당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발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절차상의 형식적인 문제 등으로 이러
한 발명이 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대리인인 변리사가 큰 역할을 완
수하는 것이 기대된다. 특허청으로서도 대학이나 벤쳐기업등에 대해 면접심사를
활용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특허심사관․심판관 스스로가 지방으로 가서, 면접심
사 등을 하는 순회심사 등을 확충해 갈 것이다.

② 심사실적의 공개
특허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그 심사방침 및 심사처리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제도이용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특허청은 2002년도부터 홈페이지에서 특허심사부내의
76개 기술 단위마다 각각 심사실적(심사청구 건수, 일차심사 건수, 심사대기시간,
특허사정 건수, 거절사정 건수, 특허사정율 등의 데이터)을 공개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대응을 계속하여 출원인이 보다 전략적으로 특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③ 대학등으로 심사관․심판관의 강사 파견
대학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향상이나 필요한 지식의 보급을 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지적재산본부나 향후 설립되는 법과대학원 등으로 특허심사
관․심판관의 파견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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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전략에 따른 다양한 보호를 위해

(1) 조기심사제도의 보급
심사대기기간의 장기화에 수반하는 폐해의 완화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사업화
가 임박한 출원, 국제출원에 더불어 투자의 회수나 기술이전이 특별히 급한 대
학․중소기업의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출원에 우선해 조
기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기심사제도의 대상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조기심사제도의 이용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
있어서는 동제도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향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한층 더 제도의 보급에 노력한다.
그림 11 > 조기심사신청 추이

(2) 관련출원제휴 심사제도의 이용확대와 특허포트폴리오 전략의 지원
특허청에서는 2000년부터 출원인의 요청에 근거해 기술적으로 관련되는 일련
의 출원을 신속히 심사하여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는 關聯出願連携審査制度를 실
시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이 자사의 사업계획상 중점기술에 대해 관련되는 특허를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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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획득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patent portfolio 전략이 선진적인 일
부의 기업에서 채용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관련출원제휴
심사 제도의 활용이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한층 더 보급에 노력한다.

(3) 실용신안제도의 재검토 검토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에서는 보호할 수 없는 소발명을 대상으로서 특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호․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특허제도를 보
완하는 제도로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심사등록제도 하에서는 안정
적인 권리를 얻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그 이용실적은 감소하고 있다. 현시점에
있어 실용신안제도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재차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비를
포함하여 제도를 재검토한다.

① 보호대상의 확대
현재의 실용신안등록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과 관련한
고안」에 한정되고 있지만, 기술혁신의 진전에 수반해 이른바 소프트화가 진전하
고 있는 오늘에 있어 그 보호 대상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② 권리기간의 연장
현행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6년간으로 되어 있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
술을 보호한다고는 해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과 같이 무심사로 권리등
록을 하는 실용신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존속기간이 10년간인
것과 비교해도 짧으므로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배려하면서, 권리기
간의 연장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특허로의 이행에 대한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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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용의 본연의 자세가 다양화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기술이나 산업
의 동향에 따라,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제도의 사이에 탄력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후,
권리존속기간중에 특허로의 변경을 인정하는 조치에 대한 시비 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④ 보정․정정의 완화
현행 제도하에서는 실용신안권 취득후 권리범위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3자의 감시부담이
나 자기책임에 근거한 무심사주의의 취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권리범위의 정
정에 대한 본연의 자세나, 실용신안으로부터 특허로 변경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
하는 경우의 보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제적 권리취득의 원활화를 향해
(1) 특허제도․심사기준에 대한 국제조화 추진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발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가에서 특허출원
되어 권리를 취득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각국에 있어서의 특허
제도나 심사기준이 다르면 제외국에서의 권리취득의 예견 가능성이 저하하는 것
과 동시에, 절차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의 전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국제적인 권리취득의 원활화를 위해 일본 특허청이 WIPO에 있어서
의 특허실체법조약(SPLT) 교섭이나 특허협력조약(PCT) 가이드라인개정작업 등
의 의논을 적극적으로 주도함과 동시에 그 동향에 입각한 제도개정 및 심사기준
의 개정을 신속히 함으로써 특허제도 및 심사기준의 국제적 조화에 노력한다. 이
러한 관점으로부터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나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해서 재검토
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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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의 단일성요건의 재검토
2003년의 특허법 개정으로 행해진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국제적 조화는 2004
년 1월에 시행된다. 출원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기 위한 시행 규칙의 개정, 심사기준의 개정을 한다.

② 기재요건의 명확화
기재요건에 관한 국제조화를 꾀하기 위해 구미의 규정을 참고하여 「특허청
구의 범위」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실질적인 대응 요건을
확보하도록, 2003년 여름을 목표로 명세서의 기재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2) 국제적인 심사협력의 추진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심사대기안건의 증가가 공통의 과제로 되고 있는 가운
데 서로 공통되는 출원건수가 많은 일․미․유럽의 삼극간에 있어 각국의 제
도․운용하에서 선행기술조사결과․심사결과를 최대한 상호 이용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꾀하는 것이 유익하다.
일․미의 특허청간에 있어 이미 2003년 1월부터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심사결
과의 상호 이용을 위한 시행을 시작하고 있다. 또, 일본과 유럽의 특허청간에 있
어 심사관 교류 등을 통해서 양청 심사관의 지식이나 인식의 공유화를 꾀해, 선
행기술조사결과 등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책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들 심사협력이 장래적으로는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 및 유효성의
향상, 출원인의 부담경감에 이바지하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간다.

(3) 외국관련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의 조기 제공
국제적인 권리취득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일본에서 행해진 외국관련 출원
(PCT국가내 이행출원․파리우선권기초출원)을 조기에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조기에 여러 국가에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체제정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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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다. 또, 외국에서의 권리 취득은 번역 비용, 절차 비용 등의 출원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고려 기계번역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아울러 진행하는 등, 외국에
서 권리취득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정비에 구체적으로 노력한다.

제3절 연구개발과 특허

본절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특허전략계획
관련문제워킹그룹」에서 2003년 12월에 발표한 「세계최고수준의 신속․정확한
특허심사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보고서중 전술한 「특허전략계획」에는 서술되
지 않은 특허정보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Ⅰ. 연구개발과 특허와의 관련 현황

일본 민간기업은 연구개발(2001년)에 11.5억엔을 지출하였으며 연구개발의 성
과를 사업화로 연결함에 있어 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한 형태로 특허출원한
다고 생각된다.
현재 특허출원부터 특허사정까지 과정을 분석해 보면 년간 약 42만건이 출원
되고 심사청구는 60%인 24만건이다. 심사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22만건
으로 이중 약 51%(2002년)인 약 11만건에 대해 특허가 허여되고 나머지 약 11만
건이 거절사정된다. 특히 거절되어진 출원의 약 반수인 5만건 정도가 특허청으로
부터의 거절사정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29)
만일, 민간 연구개발비 11.5조엔이 투자된 연구성과로부터 특허출원되고 심사

29)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이러한 지표에 입각하여 「특
허성이 부족한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상당 정도 있으므로 기업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특허 취득․관리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지적, 심사청구
의 적정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特許廳, 特許戰略計劃, 2003 7. 8., 6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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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되었다고 가정하면 연구개발의 약 49%가 거절된 것이다. 즉, 적어도 연구개
발의 반 정도가 특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은 타사의 연구개발동향
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로 연구개발투자가 중복투자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중복된 연구개발 자원에 대해서
는 보다 특허취득이 유망한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의 향
상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Ⅱ. 거절이유에 사용된 선행기술의 분석

전술한 특허연구개발의 중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절사정되어진 안건의 거
절이유에 대해 인용되어진 선행기술이 몇 년전 기술인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8
년전 기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더불어 이중 출원시점에서 조사가능한 선행기술
은 96%, 연구기간을 1년으로 본다면 연구개시시점에서 조사가능한 선행기술은
76%였다.30)
그림 12 > 거절사정되어진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의 분포 현황
(2000년에 착수된 일본국내출원중 거절사정된 것)

상기의 분석에 대해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PCT출원에 대해서도 별도

30)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定策部會 特許制度小委員會 特許戰略計劃關聯問題ワ〡キング
グル〡ンプ, 世界最高レベルの迅速․的確な特許審査の實現に向けて, 2003. 12., 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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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였는바 일본 국내출원과 비교하여 출원으로부터 2∼3년전의 선행기술
이 거절이유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평균 출원으로부터 6년전의 기술로 출원시점
에서 조사가능한 기술은 90%, 연구기간을 1년 반으로 잡아 연구시작시점에서 조
사가능한 선행기술은 약 60%라는 결론을 얻었다.31)
일본 국내출원은 PCT출원에 의해 해외에서 권리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출
원에 비해 연구개발단계에서 타사의 특허출원 및 연구개발의 동향 등의 선행기
술조사가 불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Ⅲ.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출원단계, 심사청구단계에서 선행기술의 철저한 심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의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이 가
능하지 않는가 라고 판단된다.32)
그림 13 > 특허정보의 활용(특허정보검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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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産業構造審議會, 上揭報告書, 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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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産業構造審議會, 上揭報告書, 7頁.

32) 産業構造審議會, 上揭報告書, 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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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잃어버린 10년의 대안이 지적재산입국인가

표 11>에서 보듯 최근 일본이 바뀌고 있다. 국가경쟁력 회복의 수단으로 지
적재산을 선택한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표 11 > 일본의 변화
년 도

國是

근거법

관련
추진․조정 IP의
IP에 대한
발명의
종합정책
기관
무게중심 정부의 시각 무게중심

1995년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 종합과학

ꀻ

창조입국

기본법

ꀻ

ꀻ

기본계획 기술회의
ꀻ

ꀻ

2002년 지적재산 지적재산 지적재산 지적재산
건국
기본법 전략대강 전략회의

특허

과학기술의 개량발명

보호

보호수단

(기업체)

ꀻ

ꀻ

ꀻ

특허
활용

기술혁신을

원천특허
(대학)

통한
국가경쟁력

지적재산 지적재산
추진계획 추진본부

강화수단

1985년 영리포트의 권고에 따라 미국이 pro-patent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기본특허를 개량하여 상품화하는 일본의 catch-up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
렀다. 즉 선진국은 기술혁신에 의해 하이테크놀러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반면
에 일본은 하이테크놀러지 시장에 내놓을 상품이 없게 되었다. 1990년을 전후하
여 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미국의 법원에 제소한 특허소송에서 일본기업
이 패소하여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연이어 터져,33) 더 이상 과거
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방하기 쉬운 물건은 모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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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쉽기 때문에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업에게 추격당하면서 일
본의 국가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흔히 잃어버린 10년
의 원인으로 자산가격 붕괴․부실채권과 생산성 감소를 이야기 하지만 좀더 근
본적으로는 catch-up 시스템의 붕괴가 자산가격 붕괴․부실채권과 생산성 감소
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며, 그 처방은 catch-up 시스템을 대신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며 이 시스템이 바로 「지적재산입국」이다.
지적재산입국의 action plan인 知的財産戰略推進計劃34)에서도 그 원인으로 ①
일본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② 변화에 대한 대응의 지연을 들고 있으며 결국 이
것에 의해 외국에 팔 물건이 없다는 것에 귀착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특색인
catch-up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80년대의 미국의 경험(pro-patent)을 적극 수용하여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원천기술이 빈약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 영
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일본이 지적재산입국을 국가경쟁력확보의 수단으로 채택한 또 다른 이
유는 지적재산권이 관여하는 대상이 단순히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의 일련과정에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국가의 재정 및 재무, 금융, 교육, 사
법제도 등에 걸쳐 활동하는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타 산업분야로의 파급효과
가 클 것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Ⅱ. 기본특허의 확보와 넓고 강한 권리 획득을 위한 특허정책

일본의 지적재산입국을 위한 특허정책은 ① 대학 등을 중심으로 기본특허의

33) Corning Glass Works v. Sumitomo Electric U.S.A., Inc., 868 F.2d 1251, 1989 U.S.
App. LEXIS 1924 ; Honeywell, Inc. v. Minolta Camera Co., 1990 U.S. Dist. LEXIS
5954.
34)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 ① 대학 등을 중심으로 원
천기술의 확보, ② 특허절차를 개선하여 넓고 강한 특허권의 확보, ③ 확보된 특허권의
활용과 표준화, ④ 지적재산에 대한 국민계몽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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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② 특허절차를 개선하여 넓고 강한 특허권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는 전술한 지적재산전략대강,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등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특
히 대학에서의 지적재산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번영을 대학의 연구성과물에 기반을 둔 IT와 BT가 이끌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하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소기업이나 대학등이 전략적으로 지적재산의 취득․관리․활용을 하
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원천기술을 개발하여도 고도한 기
술적 사상을 지면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적
으로 매우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특허제도의 이용자인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느 변리사가 해당 연구성과물을 가장 적절하게 권리화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또한 기술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보니 누가 해
당 기술분야에 전문가인지 알 수 없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 특허청이 구상하고 있는 기술분야별로 변리사의 전략적
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표에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출원인별, 대리인별 특허등록율, 기
재불비율 등의 데이터를 지수화․통계화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기 제안의 실효성을 위해 실제로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한 변리사가 대
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상기 제안이 제도화하면 특허명세서를 변리사가 직접
작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전체적으로 권리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개발시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관이 가지는 선행기
술조사의 노하우를 기술분야별로 정리․제공해야 한다(일본의 서치전략화일 참
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정보의
검색방법, 활용방법에 관한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과 기초
과학연구의 중요성도 배려하면서 특허정보(권리정보)로부터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면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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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국가의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선정시 특허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경우 논문 등의 서적정보와 특허정보의 통합검색시스템을
2005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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