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3-10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임근영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4
제2장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 7
제1절 미국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 ························································ 7
제2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 12
1. 대통령 직속기관 ····················································································· 14
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14
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 15
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16
2. 정부부처 및 기관 ··················································································· 17
가. 상무부 기술국(TA : Technology Administration) ··················· 17
나. 국립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22
3. 미 의회의 과학기술 정책 ····································································· 23
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회의 역할 ··············································· 23
나. 과학기술정책 관련 기구 ································································· 24
4. 민간기구 ··································································································· 29
가. 개요 ····································································································· 29
나. 국립아카데미 (The National Academies) ·································· 30
5.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체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 32
가. 대통령 직속기관(OSTP, NSTC, PCAST) ···································· 32
나. 미국 상무부의 지재권 관련 보고서 ············································· 34
다. 국립과학재단(NSF) ·········································································· 37
라. 의회기관 (GAO, CRS, OTA) ························································ 38
마. 국립아카데미 ····················································································· 43
제3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성격 ······························································ 44

- i -

1. 미국의 산업경쟁력과 국가기술정책 ··················································· 44
2.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 47
가. 과학기술정책 체제의 특징 ····························································· 47
나.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기업, 학계의 협력 ································· 49
3. 2004년 연방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책정 ········································· 53
제3장 미국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 56
제1절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정책 ······························································ 56
1. 기술혁신의 개념 ····················································································· 56
2.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 62
가. 혁신과 지재권의 관계 ····································································· 62
나. 혁신의 경제지표로서의 특허 ························································· 65
다. 혁신에 있어서 지재권의 효용성 ··················································· 67
라. 기술혁신을 위한 지재권 정책 ······················································· 73
제2절 기술혁신과 지재권 관련 법률 ···························································· 77
1. 기술혁신관련 법률의 배경 ··································································· 77
2. 기술이전정책 관련 법률 ······································································· 79
3.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 88
4. 바이-돌법 ································································································· 91
가. 바이-돌법 제정 배경 ······································································· 91
나. 바이-돌법의 전개 과정 ··································································· 93
다. 바이-돌법의 내용 ············································································· 96
5. 기술이전 법률의 효과 ········································································· 100
가. 기술이전 법률의 평가 ··································································· 100
나. 기술이전법률의 효과 ····································································· 103
제4장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 108
제1절 USPTO의 21세기 특허 행정 ···························································· 108
1. USPTO 행정의 개괄 ··········································································· 108
2. 21세기 전략계획 ··················································································· 109

- ii -

가. 배경 및 진행상황 ··········································································· 109
나. 심사청구제도의 도입 ····································································· 115
다. 징벌적 수수료 ················································································· 118
라.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 ··························································· 120
마. 강제적 정보공개진술서 제출 ······················································· 124
바. 수수료 개정과 수수료 수입의 전용 ··········································· 127
3. 국제적 지재권 활동 ············································································· 129
제2절 미 의회와 지재권 정책 ······································································ 134
1. 미 의회의 일반적 개요 ······································································· 134
가. 구성 ··································································································· 134
나. 의회 기능 ························································································· 135
2. 지재권 관련 미 의회의 활동 ····························································· 138
제3절 미국의 지재권 집행 강화 ·································································· 148
1. 미국의 친특허 정책 ············································································· 148
가. 개요 ··································································································· 148
나. CAFC 창설과 친특허정책 ···························································· 150
다. 독점규제법과 미국의 친특허 정책의 변화 ······························· 153
2. 미국의 특허품질 강화 노력 ······························································· 157
가. USPTO에서의 특허 품질 향상 ··················································· 157
나. 의회의 노력 ····················································································· 159
다. 미국 FTC의 경쟁과 특허정책에 관한 보고서 ························· 162
라. 기타 권고안 ····················································································· 168
제5장 결론 ············································································································ 170
제1절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 170
제2절 한국 지재권 정책 방향 수립에 주는 시사점 ································ 175
참고문헌 ················································································································ 182

- iii -

< 표 차 례 >
<표 1> 상원의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 25
<표 2> 하원의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 26
<표 3> 대학 및 비영리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비용 ································· 53
<표 4>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분야별 비교 ······························ 60
<표 5> 미국 대학 및 비영리연구기관의 특허관련 활동 (1991-2001) ····· 105
<표 6> 미국 대학 및 비영리연구기관의 라이센스 관련 활동 (1991-2001) ······· 106
<표 7> 미국 대학 및 비영리연구기관의 창업활동 (1980-2001년) ··········· 106
<표 8> USPTO의 예상 심사처리기간 ···························································· 110
<표 9> 심사관의 최초 의견서 제출(first action) 기간 ······························ 111
<표 10> 총 특허심사처리기간(total pendency) ··········································· 112
<표 11> 미국 특허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비교 (1) (단위:달러) ············· 118
<표 12> 미국 특허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비교 (2) (단위:달러) ············· 120
<표 13> 미국 특허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비교 (3) (단위:달러) ············· 124
<표 14> 지식재산권 조약 ··············································································· 131
<표 15> 전세계적인 보호 제도 조약 ····························································· 132
<표 16> 국제 분류 조약 ··················································································· 133
<표 17> USPTO 심사 오류율 (1999-2002년) ················································ 158
<표 18> USPTO 고객만족도 (1999-2002년) ·················································· 158
<표 19> 국가 혁신요소와 관련 국가정책 ····················································· 178

- iv -

<그림차례>
<그림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요소 ······························································· 12
<그림 2> 상무부 기술국(Technology Administration) 조직도 ·················· 21
<그림 3> 생산과 혁신의 일직선 모델 ····························································· 58
<그림 4> 지식과 혁신 제도의 상호작용 모델 ··············································· 59
<그림 5> 발명, 혁신 그리고 특허의 일반적인 관계 ···································· 64
<그림 6> 미국 상무부와 USPTO와의 관계 ·················································· 172
<그림 7> 지재권 정책의 체계와 목표 ··························································· 174
<그림 8> 국가혁신 흐름도 ··············································································· 177

- v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경제성장 및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질 높은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
서 기술 진보는 새로운 물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새로
운 자본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은 산업 분야의 경쟁적 우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제 무역의 양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군다나 기술 발전은 미국 경제 성장의 최대 1/2을 차지한다고 한
다.1)
이에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 지식,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국
가기술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나타났다. 즉, 연방정부 자금지원으로 이룩된 발
명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전관련 법률 등
이 제정되었고,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가 과학
기술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미국 경제에서 기술이 점차 중요함을 더하게 됨으로써 지식재
1)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Advancement : Debate Over
Government Policy", Wendy H. Schacht,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
2002년 11월 19일.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B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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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산권의 가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즉,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혁신의 증가를
위한 경제적 도구를 찾고 있다. 그러한 일반적인 정부의 도구는 보조금,
과세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며,2) 이 중에서 특허는 혁신의 기초인 지식
을 발생시키는 발명자의 투자를 보호한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기술혁신 → 경제성장 → 국가경쟁력”이
라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큰 맥락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자국에
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가적 정신을 조장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 강화된
자국의 지식관련 산업의 비교우위를 앞세워 WTO 체제하의 개방된 세계
경제시장 하에서 전개되는 무한경쟁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제2의 미국 전성시대”를 구가하겠다는 야심찬 국가비전을 국민들에게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의 관련 정책, 즉,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권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국가 지재권 전략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즉, 본 연구는
2003년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정책과제 중 “북미(미국), 아시아(일본), 유
럽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로서 “한국의 국가 지식재
산권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 살펴본 미국의 지재권 정책은 “모방에서 창조”라는 국

2) "Patent Ownership and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 A Discussion
on the Bayh-Dole Act and the Stevenson-Wydler Act", RL 30320, CRS Report for
Congress, Wendy H. Schacht, Specialist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 2000년 12월 11일.
http://www.ncseonline.org/nle/crsreports/science/st-66.cfm?&CFID=9452207&CFTOK
EN=8203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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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식재
산권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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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미국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
한 일종의 시리즈 중의 하나로 비춰질 수 있다. 즉, “미국의 글로벌 특허
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00
년, 윤권순, 정성창, 임근영),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전략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2001년, 윤권순, 임근영, 정성창), 그리고 “특허 정보의 활용, 확
산 정책 연구”(2002년, 특허청 용역과제)가 그것이다.
2000년의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이하 중략)”에서는 미국 특허정책을
역사적 고찰하고, 미국정부의 지재권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행정부, 입법
부, 사법부,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미국의 국내 특허정책으로
는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정책과 특허정책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리고 미
국의 대외 지재권 정책은 미국 지재권 제도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중심으
로 나타냈다. 또한 특징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지재권에 관한 어록을 분석
하여 미국 정책 지도부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
국 지식재산권 정책의 개괄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식기반경제
에서의 지재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1년의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전략(이하 중략)”에서는 미국
의 지재권 정책 중 대외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작
성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 지재권 정책 수립 및 조정 체제의 요소-행
정부, 입법부, 사법부, 민간단체, 그리고 특히 USTR-를 살펴보고, 미국 대
외 지재권 지재권 협상 메커니즘으로 협상목표, 협상가, 협상무기, 협상
전략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대외 지재권 협상 메커니즘도
아울러 살펴보고 한미간 지재권 협상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한 한국의 지재권 협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의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정책 연구” 중 제4장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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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허정보활용 현황 및 제도에서는 R&D 과제 선정단계, 특허과정(출
원, 등록, 기간연장)에서 특허정보 활용 및 특허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보
고, 정부지원 R&D로 인한 발명 및 특허에 대한 보고(reporting) 의무에서
나타난 특허정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재권 정책”은
지난 3년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심화학습의 성격을 띤 연구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권 정책의 관계를 규명하고, 21세기 특허행정에 대한 최근 동향
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미국 과학기술의 정책 체제를 과학기술정책 요소
를 중심으로 각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제2절
에서 과학기술정책 체제의 기구적인 요소들을 나열한 것은 제3절의 미국
의 과학기술정책의 성격 및 특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즉, 미국에서
는 정부부처에 우리나라와 같이 과학기술부와 같이 과학기술정책 및 시행
을 전담하는 기구가 따로 없고, 각 정부부처 및 기관에 그 기능을 분산하
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통
령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상무부에 더 큰 역
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술혁신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밝히
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에 있어서 지재권의 효용성, 지재권 정책의 고려
요소들을 설명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큰 테마에서의
지재권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연혁
과 그 배경을 바이-돌법과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러한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1980년 바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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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후로 대학의 발명특허의 출원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로열티 수입
이 증대되었으며,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서 고용도 창출
되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서술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체제 및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미 2000
년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주요 기관
의 최신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즉, 제1절에서는 21세
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특허행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의 배경 및 전개과정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지재권 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특허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특허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하여 권리자의 보호범위를 확실히 해 줌으로써
부실한 지재권에 의한 시장에서 그리고 법원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서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지재권 정책에 대한 의회
의 활발한 활동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창설 배경과 독점규제법의 약
화로 인한 미국의 친특허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장에서 서술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
재산권 정책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것이 한국 지재권 정책 방향 수립에 주
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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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3)
정책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목
표지향적 행동을 말한다. 이 개념은 정부의 실제 업적에 초점을 둔 것으
로, 의회, 대통령, 법원 등의 정부조직이나 정당, 이익단체 등에 의해 이루
어지는 정치행위도 사실은 이러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둘러싸고 벌
어지는 행위인 것이다.
정책결정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모든 정책을 일일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설명되는 정책결정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고자 하며, 이는 다음의 4
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제인식 ⇒ 정책형성 및 채택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출처 :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2002년, 349면.

3)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2002년, 349-352면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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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제인식
문제인식은 정책결정의 최초단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
제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과 함께 우선 순
위를 다투면서 검토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② 정책형성
일단 문제가 인지된 후 정부의 정치일정에 상정되면 해결책을 강구하
게 되는데 이 단계를 정책형성단계라고 한다. 정책형성단계에서의 문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책형성 단계에는 의원과 그 보좌관들,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 행정
부 관료들과 정부기관, 특별위원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익단체 없이는 정책형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이다. 정책형성 단계를 거친다고 하여 반드시 새로운 법률제정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정책채택은 검토된 해결책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로비, 협상, 계약, 타협 등이 이루어진다. 어떤 정책도 당초
제안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정책결
정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은 수정되기 때문이다. 정책형성 및 채택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무관청과 이익집단, 그리고 의
회관련 위원회간의 특정정책을 둘러싼 유착으로 이를 ‘철의 삼각’(iron
triangle) 관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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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집행
채택된 정책을 현장에 실제 적용시키는 것을 정책집행이라고 한다. 정
책집행은 단순하지도 일상적이지도 않으며, 고도의 정치적 현상을 수반한
다. 정책결정까지 있었던 이해관계자간의 투쟁만큼이나 치열한 로비가 정
책집행 단계에도 나타난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정부관료들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진다. 시대와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량권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관료들은 의회나 대통령으로부터 종종 비난을 받는다. 아울러 의
회는 정부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기
도 한다. 법원도 정책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원 판결로 정
책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④ 정책평가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었는지 여
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정책평가단계라고 한다. 다양한 조사대
상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
져왔는지 판단하게 된다.
미국의 정책결정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천천히 즉 점진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는 미국
의 정책결정에서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증주의적 정책결
정이 불가피한 원인으로는 미국의 영토가 방대하고 사회문제가 복잡한 데
도 있겠지만 주원인은 미국 정부의 권력 분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국가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는 대
단히 크다. 흔히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시장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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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는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의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
지만 정치권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선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4) 미국 헌법에는 경제
에 관한 조항은 많이 있지만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정부가 경제정책에 어느 정도 개입하여야 하는가는 오랫동
안 지속되어온 논쟁거리였다.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현
명하게 그때그때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역할을 창출해 왔다. 정부는 통상
과 산업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5)
먼저 참고적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기관을 살펴보면, 대통령,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의회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다. 그 중 대통령은 경제정책
의 최고 결정자이지만 대통령 핵심 경제보좌기관으로는 국가경제회의, 경
제자문회의, 재무부 및 관리예산처를 들 수 있다. 국가경제회의(NEC,
National

Economic

Council)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으로 설치된 대통령 경제정책 조정기구이다. 국가경제회
의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독자적 행정체계를 갖추어 평사시에도 대통
령 경제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책임자는 대통령 경제정책보좌
관이다.6) 그 구성원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통령, 국무부장관, 농무부장
관, 상무부장관, 노동부장관, 주택도시개발부장관, 교통부장관, 에너지부장
관, 환경보호청, 경제자문회의 의장, 관리예산처장,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대통령 국내정책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과학기술정책보좌관, 기타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 관리 등이다.
4) 함성득, 앞의 책, 369면.
5) 함성득, 앞의 책, 372면.
6) 함성득, 앞의 책,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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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그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거의 모든 장
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과학기술정책보좌관도 경제정책 조정기
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에 과학기술정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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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한 국가, 특히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요소로는 다음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요소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북중미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1999년, 26면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

미국의 과학기술체제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행정부와 예산
을 승인하는 의회와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기구로 구성되어 있
다. 우선 행정부의 과학기술체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보좌기구
로서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과학기술보
좌관(APST),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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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정책실(OSTP), 과학기술 관계부처간의 상충되는 정책을 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가 있다.
둘째로, 대통령부의 OSTP, NSTC, OMB 및 관계부처 등을 조언 및 지
원하는 과학기술계, 민간부문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
접 정책을 건의하고 조언하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셋째로, 연구개발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7개 관계부처(국무부, 국방
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무부), 5개의 독립기관 및 정
부단체-국립과학재단(NSF), 미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원자
력규제위원회(NRC), 국립정보청(NIA)-가 있다.
미 의회는 상원의 통상과학교통위원회와 하원의 과학위원회가 과학기
술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의회연구원(CRS), 회계감사원(GAO), 의회예산국(CBO)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몇몇 중심되는 기구에 대해서 아래에서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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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직속기관
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7)
의회는 대통령과 대통령직속기관(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8)
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과학기술의 국내외적 영향에 대해서 조언하도록 하
기 위해서 1976년 OSTP를 설립하였다. 1976년 국가과학기술정책, 기구,
우선사항법(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Act of 1976)에 의하여 OSTP는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을 수립
및 이행하기 위한 정부간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적분야,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과학 및 고등교육기관들과 공조하
고 있다.
대통령이 상원 인준으로 임명한 국장과 4명의 팀장, 국가과학기술심의
회 및 자문회의 사무총장으로 운영된다. 환경, 국가안보 및 국제문제, 과
학, 기술부문의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능으로는 국가과학기술회의(NSTC)와 함께 과학, 공학분야에 대한
7) http://www.ostp.gov/html/_aboutostp.html
8) 2003년 10월 현재 미국의 대통령직속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whitehouse.gov/government/eop.html (2003년 10월 16일 방문)
경제자문이사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환경품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정무실(Office
of Administration), 신앙기반공동체실(Offic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
국토안보실(Office of Homeland Security),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가 AIDS 정책실(Office of National AIDS Policy), 국가약물통제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통령 중요사
회기반보호원(President's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Board), 대통령 외국정보자문원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미국자유단(USA Freedom Corps), 백
악관 군사실(White House Militar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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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분석과 판단을 수행하며 연방정부의 주요한 과학기술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집행 보좌하고, 국가적 차원의 경제, 안보, 보건, 외무, 환경분
야에서 과학기술적 고려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과학기술에 관련한 연방
정부의 규모, 질, 그리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대통령, 관리예산국(OMB), 연
방기관들에 의견 제시 및 자문하며, 전체 연방행정기관의 과학정책개발,
수행, 예산조정 및 통합기능을 한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
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조정하고 있으며, 연방, 주, 지방정
부, 산업, 대학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 추진하고
있다.
한편, OSTP는 법제상 과학기술 장기계획의 수립,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 직속의 의사결정 기구라는 성격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적 문제에 치중하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의 특정 관심에 의해 활
동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9)

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10)
NSTC는 1993년 11월에 대통령 행정명령11)으로 설립되었다. 과학기술
관련 최고위 각료수준 회의(Cabinet-level Council)로서 NSTC는 다양한
연방 연구개발 기관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과학 기술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NSTC의 의장직을 맡고
9)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 「북중미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1999년, 27면.
10) http://www.ostp.gov/NSTC/html/NSTC_Home.html
11) Executive Order 12881 of November 23, 1993,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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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위원은 부통령,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중요 과학기술정책을 담당
하고 있는 연방 각 부 및 청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STC의 중요 목적은 정보기술 및 보건연구로부터 교통시스템 개선
및 기초 연구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분명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NSTC는 다양한 국가
적 목표의 성취를 위한 투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 연방정부기관을 걸쳐
조정된 연구개발 전략을 준비한다.
그 주요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서의
종합조정, 대통령의 통치목표에 합치된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
립,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과제의 집약적
지원, 연방정부의 타부문 정책의 계획 및 수립, 시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고려되도록 추진, 국제과학기술협력 추진 등이 있다. 즉, NSTC는 연방 연
구개발 사업의 다양한 부분을 조정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담당
기관(virtual agency)"으로 기능하고 있다.
NSTC는 5개의 산하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Committee

on

Information,

Committee

on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Committee on Technology)가 있으
며, 각 위원장은 OSTP의 4 팀장들(차관보급)이 담당하고 있다.

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12)

12) http://www.ostp.gov/PCAST/pca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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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ST는 2001년 9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226호에 의해서 설립
되었으며, 원래는 1990년에 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 우선사항 그리고 수
학 및 과학교육에 관하여 사적 분야 및 학계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PCAST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민간부문 자문그룹의 역할을
담당(주로 장기적인 사안 자문)하는 전통적인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설립
이래로, PCAST는 계속 확대되어 현재로서는 23명의 위원들과 PCAST 의
장도 겸하고 있는 OSTP 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
원들은 산업계, 교육계, 연구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관 출신의 인물로 구성
된다.

2. 정부부처 및 기관
가. 상무부 기술국(TA : Technology Administration)13)
(1) 개요
1988년 의회는 기술 및 산업 혁신이 미국 시민의 경제, 환경 및 사회
복지에 중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무부 내에 기술국(TA)을 설립하였다.
미 상무부 기술국은 연방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술 정책을 옹호하고, 하이
테크 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 및 현존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의 기여도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3) http://www.technology.gov/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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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표준기술원인가법(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uthorization Act, Public Law 100-519)에 따라서 상무부 기술담당차관
(Under Secretary for Technology)은 기술국 내의 3개의 기관을 관장하고
있다. 즉, 국립표준기술원(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립기술정부서비스(NTIS :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기술정책실(OTP : Office of Technology Policy)로서 OTP는 기
술국 차관의 정책분석을 보좌하는 기술국 차관보가 실장을 겸하고 있다.

(2) 기술정책실(OTP : Office of Technology Policy)14)
기술정책실(OTP)은 미국 경제력을 신장하고, 고임금 고용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옹호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적분야와 공조를 이루고 있다.
상무부 기술정책 담당 장관보와 기술정책 담당 차관보의 지시아래,
OTP는 기술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미국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조하고 있다.
핵심 연구, 분석 및 옹호 기능 외에도, OTP는 몇몇 하부 기관 및 프로
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기술과(Office

International

Technology)와 기술경쟁력과(Office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국
가기술메달(National Medal of Technology)

등이 있다. 국제기술과는 미

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기술 파트너쉽을 증진하고, 세계 경제
에서 미국 기술 주도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옹호한다. 기술경쟁력과
는 4개의 상호관련된 정책 분야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 증진을 담당하고
14) http://www.technology.gov/Offic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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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술 개발과 이전, 기업 혁신, 기술기반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 및 지방 차원적 노력, 기술주도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한 업무. 이
러한 각각의 분야에서, 기술경쟁력과는 산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용한 정보를 분석 및 배포하고, 미국의 혁신, 기술 성장 및 경
쟁력 증진을 위한 정책 도구를 개발하고 옹호함에 있어서 장관보를 지원
한다. 한편, 국가기술메달은 기술 혁신에 대한 미국 대통령상에 해당한다.

(3)

국립표준기술원(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15)
NIST는 1901년 3월 3일 국립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 :
NBS)으로 설립되어 1988년 8월 23일 레이건 행정부의 "종합무역 및 경쟁
력 제고법“에 의거하여 NIST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93년 1월 21일 클
린턴 행정부의 “국가경쟁력법”에 의거 중소제조기업 지원을 통한 미국 경
제의 경쟁력 회복을 주도할 과학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의 중추적 국가 연
구기관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 설립목적으로는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촉진, 국가표준기관
으로서의 전통적 기능 유지, 교역, 기술진보, 제품의 신뢰성 및 제조기술
향상, 공공 안전의 기반이 되는 측정, 교정, 품질보증 기술 및 서비스 제
공 등이 있다.
주요기능에는 제조공정의 첨단화, 제품의 신뢰성, 제조능력, 기능성, 비
용효과의 확보와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근거한 제품의 보다 신속한 상업
화 촉진(특히 중소기업에 의한)에 요구되는 기술 및 공정 개발 지원을 통
해 세계시장에서 미국 산업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미
15) http://www.technology.gov/Menu_N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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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산업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가측정표준의 개
발, 유지,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호환성 확립, 산업계와 정부에 대하여
과학 및 기술적 문제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NIST는 4개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즉 NIST의 연구소는 미국 산업계에 측정표준을 제공한다.
Baldrige 국가 품질 프로그램(Baldrige National Quality Program)은 기관
의 실적 우수성을 증진한다. 제조확대프로그램(MEP : Manufacturing
Extension Program)은 중소 제조업체에 기술 및 사업 지원을 제공한다.
선진기술프로그램(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am)은 광범위하게
이득이 되는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사적 분야와 공조를 이루고 있다.

(4)

국립기술정부서비스(NTIS

: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16)
NTIS는 오늘날 정부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과학, 기술, 공학 및 관련
사업 정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중앙집중적 자료원이다. NTIS의 임무
는 혁신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성장
을 지원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NTIS는
두 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정보
수집 및 대중에게 유포, 연방정부기관을 위한 정보 제품 생산 및 다른 서
비스. 또한 NTIS는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적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이 새로운 제품 및 공정 개발을 가속화하
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NTIS는 연방정부의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조장한다. 즉, 50년 이
16) http://www.technology.gov/Menu_NTIS.htm, http://www.nt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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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안 NTIS는 기업, 대학 그리고 대중에게 350개 이상의 주제 분야를
아우르는 2백만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적시의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그
리고 연방정부기관이 정부 정보를 NTIS에 이전하도록 하는 지침을 개발
하고, 연방정부기관이 NTIS에 정보를 이전하도록 촉진하는 시행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며, 분류되지 않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사업 정보의 영구적
인 보관소를 유지하고, 전세계의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며, 그리
고 신속한 정보 유포를 위한 새롭고 개선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NTIS
의 주요 기능이다.

이상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상무부 기술국(Technology Administration) 조직도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북중미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1999년, 36면.

- 21 -

제2장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나. 국립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17)
NSF는 1590년 국립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of
1950)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미 정부의 독립연방기관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과학 및 공학(S&E : Science and Engineering)의 발전을 담
당하고 있다. NSF는 미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초 연구, 교육 및
사회기반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NSF의 예산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총 연방 지원금의 4% 이하
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 연구에 대한 총 연방 지원의 약 13%와
미국 학계 연구소에서 비 생명과학 기초연구의 40%를 차지하는 수치이
다. 특히 미국 학계 연구소에서의 기초 연구에 대한 NSF의 지원은 많은
분야에서의 발견에 대한 중요 지원 자금이 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과
학자와 공학자들을 개발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있다. NSF는 또한 모든 수
준 및 모든 분야에서 과학 및 공학 교육의 증진을 담당하는 주요 연방정
부기관이다.
남극기지와 북극 프로그램 시설을 제외하고는, NSF는 그 자체로 실험
실이나 연구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국에 걸쳐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는 개별 연구자 및 그룹에게 공헌 기
반(merit-based) 보조금 지불과 협력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요 임무를 수
행하고 있다. NSF는 과학/공학 연구 및 교육계가 제출한 35,000건 이상의
연구계획서로부터 매년 약 10,000건의 새로운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 공헌도(merit)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NSF는 확대된 S&E 네트워크의 중심축이다. 예를 들면, NSF는 검토,

17) http://www.nsf.gov/home/menus/about.htm;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trategic Plan FY 2003-2008, "
(http://www.nsf.gov/od/gpra/Strategic_Plan/FY2003-2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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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자문 위원회, 그리고 다른 많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S&E의 서로
다른 분야를 한 곳에 불러모은다. 이러한 공동협력은 연구 및 교육에 대
한 벤치마킹, 리더쉽 그리고 새로운 분야 개척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과학평의회(National Science Board)는 NSF는 정책결정 이사회로
서 과학/공학 연구 및 교육에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회
에 조언을 하고 있다. NSB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비준한 24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과학, 공학, 교육 그리고 공공
정책 분야를 기초로 선별된다.

3. 미 의회의 과학기술 정책
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회의 역할
미 의회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역할은 R&D 예산 책정에서 가장 크
게 작용한다. 즉,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 R&D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공 R&D의 경우는 연방 R&D 활동의 지원예산에 대한 세출권을 행사함
으로써 관련부처의 R&D 활동계획이나 예산지출 방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회는 또한 세출수권(R&D 관련부처가 예산을 책정받기 위해
서는 독립적인 세출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이용하여 연방정부 R&D 프
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행정부가 반대하는 R&D 프로그램의 운영
에 대한 감독 및 수사권도 행사한다. 그러나 의회는 비공공부문의 R&D
활동에 대해서는 중요하나 비교적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회는
세제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기업의 R&D 지출패턴에 영향을 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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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안(공동연구에 영향을 주는 비독과점 법안, 자동차 배출기준법 등)
은 기업들의 “방어적인 R&D" 활동을 유도한다.18)

나. 과학기술정책 관련 기구
(1)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대부분의 의회 활동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를 통
해 수립 및 개정된 법안은 승인을 위해 상하원에 제출된다. 이를 위해 위
원회는 공청회, 위탁연구 등을 통해 의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기
반을 구축한다.
상하원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나
구성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4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둔 하원의 “과학
위원회(Committee on Science)"는 폭넓은 연방정부 R&D 프로그램에 관
한 입법 및 특별 감독권을 행사한다. 4개의 소위원회는 기초연구 소위원
회(Subcommittee
(Subcommittee

on
on

Basic
Energy

Research),
and

에너지

Environment),

및

환경

소위원회

항공우주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Space and Aeronautics), 과학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chnology)이다. 상원의 ”통상, 과학, 교통위원회“는 산하에 7개의 소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중 과학 기술, 우주 소위원회가 NASA, NIH,
NSF와 과학관련부처의 예산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또한 상하원은
과학기술 예산의 적정수준을 설정하는 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주요 과
학기술 이슈에 집중 관여한다.

18)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 앞의 책,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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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하원의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19)
<표 1> 상원의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상원 위원회

S&T 관련 활동

농업, 영양 및 임업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

농경제학 및 연구, 농업 확대 서비스 및 실
험 상황, 농업 제품, 식물 산업, 토양 및
농공학

세출(Appropriation)

모든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예산

군사서비스(Armed Services)

국방부 및 국방 R&D

통상, 과학 및 교통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비군사적 항공 우주 과학, 해양, 날씨, 대기
활동, 과학, 공학, 기술 R&D 및 정책, 표
준 및 측정

에너지 및 천연자원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에너지 생산, 규제 및 보존; 에너지 정책;
에너지 R&D

환경 및 공공업무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확경정책: 환경 R&D; 어업 및 야생물; 고
형 쓰레기 처분 및 재활용; 수자원; 오염;
비군사적 환경규제

외교(Foreign Relations)

미국과 외국과의 관계; 외국의 경제, 군사,
기술 및 인도주의적 지원; 핵이전정책을
포함한 국제 핵에너지; 외교 정책과 관련
된 해양 및 국제 환경과학 업무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
(Health, Education, Labor And 교육, 노동, 보건 및 생의학 R&D
Pensions)
법사(Judiciary)

법무부 감독 및 승인; 미국 법규의 개정 및
법전화; 시민 자유; 특허청; 특허, 저작권,
상표권; 불법 규제 및 독점에 대한 상거래
의 보호

19) "Guide to Congress : Congressional S&T Committees"에서 발췌하여 저자가 정리
(http://www.aaas.org/spp/cstc/wwc/cngcm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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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원의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하원 위원회

S&T 관련 활동

농업(Agriculture)

삼림 보존 종(species) 보호; 산업 화학, 농
과 대학, 실험 상황, 교육, 공학; 토양 보
존; 곤충학; 임법 및 삼림 보존

세출(Appropriations)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예산

군사서비스(Armed Services)

국방부; 군사 서비스 지원에서의 과학적
연구개발; 군사 R&D

에너지 및 상공
(Energy and Commerce)

생의학 R&D; 공공 보건 및 보건 시설; 에
너지-자원, 보존, 정책, 핵; 정부간 및 해
외 통신;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및
환경 보호

교육 및 노동
(Education and the Workforce)

교육; 노동; 직업 교육; 학교 영양 프로그
램;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국토 안보에 관한 선정 위원회
(Select Committee on Homeland 국토안보부; 국토 보호 관련 R&D; 사이버
안보
Security)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미국과 외국과의 관계; 핵기술 및 핵 하드
웨어의 확산금지를 포함한 수출 통제; 국
제 교육

법사(Judiciary)

특허, 특허청, 저작권, 상표권; 의료 부정
행위 및 제조물 책임; 미국 법규의 개정
및 법전화

자원(Resources)

삼림 보존 및 국립 공원; 지질학적 조사;
광물자원; 수자원; 관개 및 간척; 자원 보
전; 야생 자원; 해양 과학 및 연구

과학(Science)

과학적 R&D - 에너지, 우주비행, 민간 항
공,
환경;
국립과학기술연구소(NIST);
NASA; 국립과학재단(NSF); 국립기상서비
스; 과학장학회; 국립 실험실; 정보 기술;
대학 연구 정책, 국제 기술이전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식량 통제 및 강과 항구 개선; 항행 수질
오염; 항해 수혜에 대한 공공 업무; 수력;
교통, 도로 및 도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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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기관들
1970년대 초반까지 의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비교적 높지 않
았으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감에 따라 의회 과
학기술관련 위원회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조사지원기구들의 활동
이 증가하고 있다. 의회 지원 기구로는 의회예산실(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의회도서
관(Library of Congress)이 있으며, 이 외에 의회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인
쇄국(GPO: Government Printing Office)이 있다.
의회예산실(CBO)은 1974년 의회 예산 및 몰수 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CBO의 임무는 의회에 경제적 및 예산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시의적
절하며 초당적인 분석과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추정

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 의회 상하원의 두 예산위원회에게 연방정부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정책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한다.20)
회계감사원(GAO)은 의회의 조사 기관으로서, 의회가 헌법적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미국 국민들을 위한 연방 정부의 실적 및
책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GAO는 공공 자금의 사용을 조사
하고,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평가하며, 의회가 효과적인 정책 및 자금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분석, 선택, 그리고 권고를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GAO는 재정 감사, 프로그램 검토, 평가, 분석, 법률
적 의견, 조사 및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경제, 효율성, 효과성
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21) 또한 GAO는 연방정부 R&D 프로그램에 대
한 회계감사의 목적으로 ‘자원, 지역경제발전국’의 과학기술그룹(Science
20) "Guide to Congress", http://www.aaas.org/spp/cstc/wwc/cngsites.htm
21) "Guide to Congress", http://www.aaas.org/spp/cstc/wwc/cngsit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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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Group)으로부터 과학기술정책 관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
원을 받는다.
한편, 의회도서관은 의회의 연구기구로서, 세계의 가장 포괄적인 인류
의 창의력 및 지식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기록 보관소이다. 의
회 도서관 산하에 의회연구서비스(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가 있다. CRS는 미 의회의 공공정책 연구 기구이며, 의회도서관의 입법
기관으로, 의회 의원들과 독립적으로 직접 보고한다. CRS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관한 초당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연구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서 설립되었다. 1914년에 처음 설립되어 1970년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CRS는 입법과정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믿을 만한 분석과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초당적이며, 비밀유지의 연구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것이 바로 CRS 보고서이다. 그리고 CRS의 약 80명 규모의 “과학정책연
구단(Science Policy Research Division)은 주로 단기과제 작업을 통해 의
회의원들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한다.22)
한편, 지금 현재는 없으나 대표적인 의회 지원기구로서 1972년 설립되
어 1995년 폐지된 기술평가실(OTA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이 있다. 23년의 역사동안 OTA는 의회 의원 및 위원회에 20세기 후반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의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였다.23) 특히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활동의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의회의 과학기술정책 결정 능력
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24) 이러한 점에서 부시
행정부는 의회 내에 OTA를 재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는 2004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었다.25)

22) “About CRS",

http://www.loc.gov/crsinfo/whatscrs.html#about

23) http://www.access.gpo.gov/ota
24)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 앞의 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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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기구
가. 개요
미 의회는 항시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각종 이
익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관심을 의회에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
려 한다. 그래서 미국내 이익단체의 수는 엄청나게 많으며 업계, 노동계,
농민, 전문직, 소비자 등 사회각계를 망라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부내는 물론 의회에서도 매우 길고 복
잡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친다. 신중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
한 민주적인 절차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위에 특정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익단체나 로비스트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런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문 로비
스트를 고용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특정 단체나 기업을 위해 일하지만,
주요현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국민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마
련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이러한 이익단체 혹은 민간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책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민간 연구소이다. 민간 연구소는 공공정책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주요 정책의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민간연구소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정책으로 성공시키고 광범위한 여론형성
층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행정부 의회 등 많은 계층들과 접촉한
다.26) 특히 미 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은 연구소와 연구원들을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자로 보고, 의회와 위원회의 활동에 출석시켜 자료를 제출시키거
25)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 Budgeting and Priority-Setting Issues,
108th Congress", 2003년 3월 12일, Genevieve J. Knezo,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IB 10088
26) 이호철, “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통상법률」, 199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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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언을 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연구소로 국
립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의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국립아카데미 (The National Academies)27)
(1) 설립 및 구성
미 의회는 "... 아카데미는 어떠한 정부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
나, 과학 혹은 기술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조사, 검토, 실험 및 보고해
야 한다...“이라는 취지 아래, 1863년 국립과학아카데미(NAS : National
Academy of Science)를 설립하였다.
과학 이슈는 점점 더 갈수록 논쟁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하였다. 과학기
술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1863년에 설립된 NAS는 확대되어 1916년
에는 국립연구이사회(NRC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64년에는 국
립공학아카데미(NAE :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그리고 1970
년에는 의료연구소(IOM : Institute of Medicine)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
한 기구를 모두 합쳐 National Academies라고 부른다.
동 기관들은 특수한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미국
최고의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각 기관에 회원들로 선출되는 것은 미국 과학자나 공학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국립 아카데미의 회원이라
는 사실은 원천 연구에서 뛰어나고 지속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27) www.nationalacadem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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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정책 결정을 종종 지배하고 있는 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
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설립된 민간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즉, NSA와 그 자매 기관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영리 기관
은 과학, 기술 및 의료에 대한 독립적인 조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밖
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립아카데미의 서비스
는 매우 필수적이어서, 의회와 백악관은 법률 및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
러한 기관의 조언을 수년동안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언은

의회

및

정부

업무실(OCGA

:

Office

of

Congressional And Government Affairs)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립
아카데미와 의회와의 주요 연락 사무소이다. OCGA의 활동은 국립 아카
데미에 대한 입법적 요구사항을 협상하고,

현행 법률 및 관련 의회 활동

을 관찰하며, 국립 아카데미에 대한 의회 보고서를 조정하고, 의회 관련
기구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며, 국립 아카데미 대표자의 의회 증언에
대한 검토 및 조언을 한다. 또한 의회의 의원 및 연방 정부 관료에게
NRC 보고서를 배포하고, 의회에 대한 연보 준비 및 발간 등을 포함한다.
한편, 과학기술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RC 내에 과학기술 및 경제 정책 위원회(STEP : 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가 1991년에 설립되었다. 동 STEP 위
원회는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존 데이터를 조사, 분석, 검토하
고 이에 대한 일치된 판단과 권고안을 내놓은 정책을 연구 하고, 실시하
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와 의회의 무역, 경제, 과학기술 정책자들은 STEP
위원회의 발간물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다.28)

28) http://www7.nationalacademies.org/step/About_STE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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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체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가. 대통령 직속기관(OSTP, NSTC, PCAST)
앞에서 서술한 OSTP의 기능 중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의 수립 및 이행
을 위한 정부간 노력을 주도함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신경제(New Economy)"를 위한 21세기 연구기금(Twenty-First Century
Research Fund) 중 상당한 부분을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삭감하는 조
치를 하자, 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USTPO에 대한 예산 삭감은 수십만건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29)
그리고 NSTC의 산하위원회 활동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문제
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1998년 1월에는 NSTC 과학위원회(Committee on
Science)의 식물게놈에 관한 정부간 워킹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Plant Genomes)은 “국가식물게놈이니셔티브(National Plant Genome
Initiative)”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게놈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
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30) 그리고 이의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2000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관련 특허통계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영향
력을 분석하였다.31)
또한 NSTC 기술위원회(CT: Committee on Technology)는 지난 1999년
8월에 혁신을 향상시키는 연방정부의 정책 미 규정 개혁을 위한 실천계획
29) “REPUBLICANS SLASH INVEST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PUT THE "NEW ECONOMY" AT RISK” June 15, 2000
( http://www.ostp.gov/html/00620.html)
30)
http://www.ostp.gov/NSTC/html/npgireport.html#About%20the%20National%20Science
%20and%20Technology
31) http://www.ostp.gov/html/plantgenome/b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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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지방
및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5면 미만의 간결한 “이슈 논문(issue paper)"을
공모한적이 있다. 여기에서 여러 논문 관련 분야를 밝혔는데, 그 중에서
혁신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보호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32) 이러한 결과로 50여개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33) 이 중
에서 혁신을 위한 특허 및 지재권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문은 2편34)
이고,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도 1편35)이 있으며, 이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1999년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회의가 개최되었다.36)
PCAST는 2002년 10월 16일 “미국 R&D 투자 평가(Assessing the US
R&D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과학기술에 대
한 연방정부 투자와 그 국가적 혜택에 관한 PCAST 패널(PCAST Panel
on Federal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National
Benefits)"이 작성한 것이다. 동 보고서에는 PCAST가 2004년 예산 작성에
있어서 행정부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과학기술에 있어서 연방
32) NSTC Federal Policy Review, Call for Issues Papers (1999년)
“Overview : Federal Policy in Support of a National Innovation
(http://www.ostp.gov/html/998_5_2.html)

System”

33) http://www.rand.org/publications/DRU/DRU2237/appendix.a.pdf
34) Josh Lerner, "Small Business, Innovation and Patent Policy“, NSTC Federal
Policy Reveiw, (http://www.ostp.gov/html/rand/summit/lerner.doc)
Wesley Cohen, "Priorites for Federal Innovation Reform: Intellectual Proeprty Rights,
Patenting and Natrional Technology Policy", Carnegie Mellon University.
(http://www.ostp.gov/html/rand/summit/Cohenpaper.doc)
35) Erik Pages, "Fostering
Commission on Enterpreneurship,

Innovation

Through

Enterpreneurship",

National

(http://www.ostp.gov/html/rand/summit/CommissiononEntrepreneurship.doc)
36)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 Summit on Innovation: Federal
Policy for the New Millennium.”, Held on November 30 and December 1, 1999
(http://www.ostp.gov/html/rand/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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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서도 특허 및 지재권의 역할도 언급되어 있다. 즉, 새로운 경제성장을 창
출하는 R&D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
허 건수와 발견의 공개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
다. 여기에서 연방정부의 자금이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발생된
특허의 40%가 그 정보원으로 연방연구를 인용하였다는 것이다.37)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미국 R&D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이터로서 (연방
R&D 자금에 의해서 발생된) 특허 및 지재권 건수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로 여기에서 언급된 다른 데이터는 관련 분야에서의 학생 수와 학위, 연
방협력연구계약 건수와 협력 연구, 지재권의 무역 수지, 그리고 첨단기술
의 수출 등이 있다.38)

나. 미국 상무부의 지재권 관련 보고서 39)
미국 상무부의 기술국(TA)의 기술정책실(OTP)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상무부 TA 홈페이지
에서 가능한 보고서는 1995년부터이며 이러한 보고서들을 들여다보면 미
국과 세계의 과학기술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
은 특허통계를 이용한 특허활동을 분석하여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 상무부 OTP의 보고서를 크게 두 가지
37) PCAST, “Assessing the US R&D Investment" PCAST, 2002년 10월 16일,
(http://www.ostp.gov/PCAST/FINAL%20R&D%20REPORT%20WITH%20LETTERS.pdf)
38) id. at 9.
39) Technology Administration, TA & OTP REPORTS
(http://www.technology.gov/Repor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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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류로 분류하여 여기에서 쓰이는 지재권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즉, 그
첫 번째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정책의 흐름을 파
악하기 위한 보고서이고, 두 번째는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미국내 과
학기술정책의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가 그것이다.
먼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정책의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한

보고서로서는

“일본의

연구프로젝트와

지식재산권법률

(Japanese Research Proje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1995년)",40)
"과학기술에 있어서 국제적 계획, 정책 및 투자(International Plans,
Policies, and Invest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1997년)",41) “새로
운 혁신가들 : 5개 분야에서의 세계적 특허 경향(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1998년)",42) "산업 연구개발의
40) 1987년부터 OTP의 아시아-태평양 기술 프로그램은 양질의 기술적 평가 및 연구의
공개와 다른 활동을 통하여 미국 기업과 연구자들이 일본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재권 처리가 기업이 외국 과학기술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요 요소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5면),
(http://www.technology.gov/Reports/Intellectual/JapanJob.pdf)
41) 총 26면의 짧은 보고서로, 냉전 이후 세계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 전략으로 과학기
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국가들-아시아(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
도), 유럽(EU), 북미(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기타(호주, 중남미, 남아프리카)-을 선정하여
국가 R&D와 관련 정책들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짧지만 관련 기술의 특허 활동(특허
법, 특허정책, 외국 특허출원건수, 특허의 사용율,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도 함께 분석
되어 있다. (http://www.technology.gov/Reports/Plans/ippist.pdf)
42) 앞에서 언급된 1997년의 짧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8년에는 본격적으로 미 상무
부는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기 위
해서 동 보고서를 내놓았다.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재빨리 제품으로 연결시키고, 혁신에 대한 세계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계속해서 기술의 선두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새로운
산업과 고임금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미국과 EU, 일본,
독일, 영국, 대만, 호주, 한국, 이스라엘, 홍콩, 아일랜드, 브라질, 중국, 싱가폴, 인도, 말레
이시아의 연구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동 분석은 미국 특허제도하에 신소재
(advanced materials), 정보기술(IT), 보건, EPTL(express packag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자동차(automotive), 이렇게 5개 분야의 등록된 발명특허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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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Globalizing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1999년)",43) 등
이 있으며, 이외에도 최근에는 "국제과학기술 :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투
자(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Programs,

and

Investments, 2000년)", 그리고 "선진 자동차 기술에서의 미국의 경쟁적 위
치(The

U.S.

Competitive

Position

in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ies, 2003년)" 등이 있다.
한편,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을 언급하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미국내 과학기술정책의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
은 보고서로는 "효과적인 파트너링 : 연방기술 파트너쉽에 대한 의회 보
고서(Effective Partnering: A Report to Congress on Federal Technology
Partnerships, 1996년)",44) "기술기반 경제발전 지원에 있어서의 연방정부
의

역할(Federal

Role

in

Support

of

Technology-based

Economic

Development, 2000년)", "연방실험실 기술이전 기관의 접근방식에 관한
고 있다. (5-7면), (http://www.technology.gov/Reports/09111998.pdf)
43) 1997년 외국 소유 기업의 R&D 지출이 미국의 총 기업의 R&D의 15%를 차지하는
등 R&D 활동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11면) 동 보고서는 이러한 세계화된 R&D 활동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질적인 문제와 정책적 우려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
시 특허통계를 통한 특허활동의 세계화를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즉, 특허 활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R&D 결과와 기술적 변화에 대한 유용한 지표이며, R&D 지출과 같
은 다른 세계적 기술 지표와 특허를 비교하는 주요 장점은 특허통계가 비교적 장기간 동
안 입수가능하며, 지리적 위치와 기술적 분야에 따른 통계적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47면), (http://www.technology.gov/Reports/report2.pdf)
44) 1980년 이래로 미국의 의회와 대통령은 정부의 임무 관련 연구개발의 효과를 증가
시키고 미국 기술기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연방특허의 라이센싱(바이-돌법 등), 협력적연구개발계약(CRADAs),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 진보기술프로그램(ATP)와 제조확대파트너쉽(MEP) 등을
포함하고 있다.(11면)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리고 관련 기술 파트너쉽 프
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특허정
보에 대한 접근 및 확산도 언급되어 있다.(65면) 그리고 연방연구소가 취득하고자 하는 특
허의 범위와 사업적 적용을 특허출원에 구체화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효과적인 지식재산
권 보호의 보장을 요구하였다.(68면),
(http://www.technology.gov/Reports/Partnering/CD88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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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Summary Report on Federal Laboratory Technology Transfer
Agency Approaches, September, 2002년)", "2002년의 기술이전 연례 보고
서(Annual Report on Technology Transfer: Approach and Plans, FY
2002 Activities and Achievements, 2003년)", "기술사업 인큐베이터 실적
및 관행에 대한 국가 벤치마킹 분석(A National Benchmarking Analysis
of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Performance and Practices, 2003년)"
등이 있다. 특히 기술기반 경제 발전에 대하여 특허통계를 이용하여 미국
의 각 주별로 분석한 보고서로는 "The Dynamics of Technology-based
Economic Development: State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이 있는
데, 2000년에 처음으로 발간되고 이후 2001년, 2003년에 발간되었다.

다. 국립과학재단(NSF)
NSB는 개정된 1950년 국립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of 1950)의 제4조(J)1에 의거하여 매년 과학및공학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지표 시리즈
는 공공 및 사적 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의 사용을 위하여 미국의 과학, 공
학 그리고 기술에 관한 양적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온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2"는 국가의 과학 및 공학 기업의 범위, 품질, 그리고 활력도에 대한
중요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과학, 수학 및 공학 교육 교재를 소개하고, 과학 및 공학 노동
력, 미국 및 국제 R&D 수행자 및 활동 그리고 그 결과, 첨단기술에서의
미국의 경쟁력, 과학 및 공학에 대한 대중의 태도 및 이해도, 과학계와 학
교와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의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45)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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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이러한 지표 중의 하나로서 특허를 발명활동의 지표로 광범위
하게 인용하고 있다. 즉 “기술 발명은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산업의 발생과 같은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다준다.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허의 형태
로 발명가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특허 데이터는 세
월의 흐름에 따른 발명의 결과에 대한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
고 밝히면서,46) 특허 통계를 이용하여 학계의 과학 및 공학의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의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 및 세계시
장에서의 미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이용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라. 의회기관 (GAO, CRS, OTA)
앞에서 CRS는 입법과정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믿을 만한 분석과 시의
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초당적이며, 비밀유지의 연구 및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CRS 보고서이다. CRS 보고서 중에서 지
식재산권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비창작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재산권 보호(98-902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Noncreative
Databases, 1999년; Dorothy Schrader, Robin Jeweler)”, R&D 파트너쉽과
지식재산권: 미국 정책에 대한 함축적 의미(98-862 - R&D Partnerships
and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for U.S. Policy, 2000년; Wendy
Schacht)“, “생명공학 특허를 둘러싼 문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45)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02, NSB, i면.
(http://www.nsf.gov/sbe/srs/seind02/pdf/volume1.pdf)
46) id. at 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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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RL30648

-

An

Examination

Biotechnology

Patenting

and

Its

of

the

Effect

Issues
Upon

Surrounding
Entrepreneurial

Companies, 2000년; John Thomas)”, 그리고 “특허 소유권과 연방 연구개
발(R&D):

바이-돌법과

스티븐슨-와이들러법에

대한

토론(RL30320

-

Patent Ownership and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
Discussion on the Bayh-Dole Act and the Stevenson-Wydler, 2000년;
Wendy Schacht)” 등이 있다.
1995년에 폐지된 OTA 활동 중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보고서로는 "
전자 정보 시대에서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1986년)“, “생명공학의 새로운 발전: 생명
에 대한 특허 - 특별 보고서(New Developments in Biotechnology:
Patenting Life - Special Report, 1989년)”, “컴퓨터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
권(Computer Software and Intellectual Property, 1990)”, "균형점을 찾아
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그리고 기술변화의 도전(Finding a
Balance : Computer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hallenge
of Technological Change, 1992)", 그리고 "혁신과 출현기술의 사업화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1995)" 등
이 있다.
GAO도 공공 자금의 사용을 조사하고,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평가
하며, 의회가 효과적인 정책 및 자금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한 분석, 선택, 그리고 권고를 하는데, 지재권에 대한 사항도 예외가
아니다. 지재권 관련 GAO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USPTO의 행정, 기술이
전에 관련된 정부기관의 특허정책 및 관행, 그리고 국제무역관련 지재권
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의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해서 미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대기별로 각각 분석해 보면 해당
시기에 어떠한 지재권 이슈가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했는지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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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USPTO의 행정에 있어서, 의회는 USPTO에서의 자동화, 즉
1980년대 중반에는 상표의 자동화,47) 1990년대 초반에는 특허의 자동화48)
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의 증가로
인한 심사의 지연이 문제가 된 것은 벌써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49)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특허심사 통계에 관
한 의회의 관심이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되었다.50) 또한 의회는 수수료
47) IMTEC-85-8 Patent and Trademark Office Needs To Better Manage Automation
of Its Trademark Operations (1985년 7월), (http://161.203.16.4/d9t2/126841.pdf)
IMTEC-86-4FS Computers: Information o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utomation Program (1986년 3월), (http://161.203.16.4/d13t3/129636.pdf)
IMTEC-87-35 ADP System: Patent Office's Contract Renegotiation Behind
Schedule (1987년 7월), (http://161.203.16.4/d29t5/134064.pdf)
IMTEC-87-44 Trademark ADP System: Patent Office Should Analyze
Alternatives Before Contract Award (1987년 8월), (http://161.203.16.4/d29t5/134066.pdf)
48) T-IMTEC-92-19 Automated Patent System: Information on PTO's Program to
Automate Patent Information and Processes (1992년 5월),
(http://161.203.16.4/d38t12/146638.pdf)
T-IMTEC-92-20 Automated Patent System: Information on PTO's Program to
Automate Patent Information and Processes (1992년 5월),
(http://161.203.16.4/t2pbat6/146772.pdf)
AIMD-93-15 Patent and Trademark Office: Key Processes for Managing
Automated Patent System Development Are Weak (1993년 9월),
(http://161.203.16.4/d49t13/150003.pdf)
49) RCED-89-120BR Biotechnology: Backlog of Patent Applications (1989년 4월),
(http://161.203.16.4/d25t7/138431.pdf)
RCED-90-231 Biotechnology: Processing Delays Continue for Growing Backlog
of Patent Applications (1990년 9월), (http://161.203.16.4/d23t8/142349.pdf)
50) RCED-96-152R Patent Examination Statistics (1996년 5월),
(http://161.203.16.4/paprpdf1/156828.pdf)
GAO/T-RCED/GGD-96-230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Examination
and Copyright Office Issues (1996년 7월),
(http://www.gao.gov/archive/1996/rc96230t.pdf)
INTELLECTUAL PROPERTY: Enhancements Needed in Computing and
Reporting Patent Examination Statistics (1996년 7월),
(http://www.gao.gov/archive/1996/rc96190.pdf)
INTELLECTUAL PROPERTY: Comparison of Patent Examination Statistics for
Fiscal Years 1994 and 1995 (199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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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USPTO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51)
한편, GAO는 기술이전에 관한 특허법 개정(바이-돌법) 후 각 연방정부기
관에서의 관련 정책 변경 및 시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52) 그리고 국제무역정책을 담당
하고있는 미 의회에서 국제무역관련 지재권 정책 및 법률에 대한 분석이
빠질 수가 없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는 해외에서의 미국 기업의 지재권
(http://www.gao.gov/archive/1997/rc97058.pdf)
RCED-96-152R Patent Examination Statistics (1999년 5월),
(http://161.203.16.4/papr2pdf/156828.pdf)
51) RCED-92-19BR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mpact of Higher Patent Fees on
Small-Entity and Federal Agency Users (1991년 10월),
(http://161.203.16.4/d18t9/145033.pdf)
GGD-94-60R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993년 11월),
(http://161.203.16.4/t2pbat4/150427.pdf)
GAO-02-907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on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Past and Future Operations (2002년 8월),
(http://www.gao.gov/new.items/d02907.pdf)
52) RCED-84-26 Major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ies Are
Implementing the Patent and Trademark Amendments of 1980 (1984년 2월),
(http://161.203.16.4/d11t3/123528.pdf)
RCED-85-94 Federal Agencies' Policies and Practices Are in Accordance With
Patent and Trademark Amendments of 1980 (1985년 8월),
(http://161.203.16.4/d11t3/127808.pdf)
RCED-86-83 Patent Policy: Department of Commerce Involvement in
Department of Energy Activities (1986년 3월) (http://161.203.16.4/d13t3/130128.pdf)
RCED-86-93 Patent Policy: Universities' Research Efforts Under Public Law
96-517 (1986년 4월), (http://161.203.16.4/d13t3/129499.pdf)
T-RCED-87-26 Federal Patent Policy (1987년 4월),
(http://161.203.16.4/t2pbat21/133194.pdf)
RCED-87-44 Patent Policy: Recent Changes in Federal Law Considered
Beneficial (1987년 5월), (http://161.203.16.4/t2pbat21/132994.pdf)
RCED-87-5 Energy Management: Effects of Recent Changes in Department of
Energy Patent Policies (1987년 12월), (http://161.203.16.4/t2pbat23/132153.pdf)
RCED-91-80 Technology Transfer: Federal Agencies' Patent Licensing Activities
(1991년 4월), (http://161.203.16.4/d21t9/143538.pdf)
GAO-03-47 Intellectual Property: Federal Agency Efforts in Transferring and
Reporting New Technology (2002년 10월), (http://www.gao.gov/new.items/d0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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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국내외적 법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왔다.53) 이는
1986년부터 시작된 GATT/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지재권을 의제로 상정
시켜 새로운 국제무역체제(WTO) 내에 지식재산권협정(TRIPs 협정)을 체
결한 미국의 노력과 연결되는 활동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TRIPs 협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법률의 최소한의 국제적 기
준을 성립된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으며,54) 최근에는 미국의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55)

53) TES-86-081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Under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86년 4월), (http://161.203.16.4/d39t12/129571.pdf)
TES-86-112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Under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86년 5월), (http://161.203.16.4/d39t12/129874.pdf)
NSIAD-86-96 International Trade: U.S. Firms' Views on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86년 5월), (http://161.203.16.4/d13t3/129888.pdf)
NSIAD-86-150 International Trade: Strengthening Trade Law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86년 8월), (http://161.203.16.4/d4t4/130844.pdf)
NSIAD-87-65 International Trade: Strengthening Worldwid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87년 4월), (http://161.203.16.4/d2t4/132699.pdf)
54) GGD-93-12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 Companies' Patent Experiences in
Japan (1993년 7월), (http://161.203.16.4/t2pbat5/149519.pdf)
T-GGD-93-3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 Companies' Comparative Patent
Experiences in Japan, Europe and United States (1993년 7월),
(http://161.203.16.4/d43t14/149632.pdf)
T-GGD-94-1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 Companies' Views on Patent
Law Harmonization (1993년 10월), (http://161.203.16.4/t2pbat5/150086.pdf)
GGD-94-168F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 Trade Representative
Investigations of Foreign Country Practices (1994년 7월),
(http://161.203.16.4/t2pbat3/151987.pdf)
55) GAO-02-789 INTERNATIONAL TRADE Federal Action Needed to Help Small
Business Address Foreign Patent Challenges (2002년 7월),
(http://www.gao.gov/new.items/d02789.pdf)
GAO-03-910 INTERNATIONAL TRADE: Experts' Advice for Small Businesses
Seeking Foreign Patents (2003년 6월), (http://www.gao.gov/new.items/d03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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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립아카데미
국립아카데미의 웹사이트에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
별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이름하여 IP @ The National Academies
(http://ip.nationalacademies.org)로서 인터넷 컨텐트 보호로부터 인간 유
전자 특허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웹사이트를 통하여 과학기술 및 보건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 국립아카데미는 산업계, 법조계 그리고 학계의 전
문가들로 하여금 지재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더 나은 공공정책
및 관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56) 따라서 동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독점규제법,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보호, 국제 지재권법 통일화, 라이센싱, 소송 및 분쟁 해결, 특허 행정, 기
술이전, 영업비밀, 그리고 상표이며, 주요 분야는 농업, 생명공학/의약, 영
업방법, 전자상거래, 인터넷, 소프트웨어이다. 각각의 분야에 들어가면 관
련 주제 및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발
표된 지재권 관련 출판물로「지식기반경제에서의 특허(Patent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2003년, STEP)가 있으며, 2000년에 열린
지재권 확대에 관한 회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 Far Should
They Be Extended?")의 발표자료 등이 실려 있다.

56) http://ip.nationalacademies.org/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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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성격
1. 미국의 산업경쟁력과 국가기술정책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급성장하고 그 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미국의 기존 제조업들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미국의 국
가 경제력과 해외에서의 경쟁력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기술 개발 및
산업 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었다.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국가는 경제 성장 및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
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질 높은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 진보는 새로운 물품, 새로운 서비
스,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자본의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기술의 적용, 즉, 발명의 사업화는 제품의 생
산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의 지리적 유통도 확대시킬 수 있다.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은 또한 산업 분야의 경쟁적 우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제 무역
의 양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 발전은 미국 경제
성장의 최대 1/2을 차지한다고 한다.57) 그러므로 기술 진보는 장기적인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에 있어서 주요 추진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기술진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접근 방식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1993년 2월에 발표된 2개의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을 위한 변화와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에 관
한 비전(A Vision of Change for America and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 “경제력 함양을 위한 새로운 방향(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 경제 정책의 일부로

57)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Advancement : Debate Over
Government Policy", supra no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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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술 진보에 대한 국가적 결심 및 정책을 요구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동 제안에서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이 그 주요 요소가 되는 미국에서의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 의제를 제시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기술정책을 명확히 하면서, 대부분 산업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연방정부 조정 역할을 늘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은 증대시
켰다. 과거의 많은 활동들이 주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클린턴 행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사적 분야가 상업적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 공
정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강조점을 두었다. 실질적
으로 이러한 제안은 R&D에 대한 정부와 사적 분야 모두의 지원을 증가
시켜 기술을 상업화로 이끄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기술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투자의 증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즉, 동력, 환경, 건강에 관한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민간 연구에 대한 투자, 시장진출을 위한
새로운 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투자, 미국 상품을
좀 더 저가의 더 나은 품질로 만드는 제조기술의 개선에 대한 투자, 혁신
및 고용창출에 대한 역할에 비춰 볼 때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
한 투자 및 이러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의 증가이다.
하지만, 과거의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접근방식에 대하여 최근 의회
및 현 부시 행정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104회(1995년-1996년) 공화
당이 장악한 의회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한 노력이 재검토되고 있는 것
다. 즉, 공화당은 기술 진보를 증진하기 위한 세제 정책, 지식재산권 및
독점규제법과 같은 간접 조치,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증가, 사적
분야 기술주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의 감소를 선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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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발의된 입법안은 사적 분야에서의 기술의 새로운
사업화와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성장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술 진보의 촉진을 위한 임무 지향적인 R&D
와 기초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자금 지원을 이상으로 정부의 역할 확대
쪽으로 흐르는 경향을 반영하여왔다. 최근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노력은 6가지 활동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즉, ① 기업이 R&D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② 첨단 기술
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③ 기업간 공동 연구활동을 증진하고, ④
산학 협력을 양성하고, ⑤ 연방 연구소로부터 사적 분야에로의 기술 이전
을 촉진하며, ⑥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은 사적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시장
의 원활한 운영을 허용하고, 증가된 사적 분야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
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주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기술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미국의 기술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58)
◦ 직접적 자금 지원
- 사기업과의 R&D 계약 (100% 자금 지원 혹은 비용 공유)
- 대학과의 R&D 계약 및 보조금
- 정부 연구소내에서 R&D
- 사기업, 대학 혹은 정부 연구소들간의 콘소시엄과의 R&D 계약
58) Vicki Norberg-Bohn, ed., “The Role of Government in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 Insights for Government Policy in the Energy Sector”,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Octo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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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에 대한 간접적 지원 : 사업화 및 생산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 지원
- 특허 보호
- R&D 세금 공제
- 사기업의 신기술 시장 진출을 위한 세금 공제 혹은 생산 보조금
- 신기술 구매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혹은 환불(리베이트)
- 정부 구매
- 실험(데모) 프로젝트
◦ 정보 및 학습
- 교육 및 훈련 (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자; 사업 결정자; 소비자)
- 기술 지식의 성문화와 유포 (선별, 해석, R&D 결과의 입증, 데이
터베이스 지원)
- 기술적 표준 설정
- 기술 그리고/혹은 산업 확장 서비스
- 선전, 설득, 소비자 정보 (포상, 미디어 캠페인 등)

2.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가. 과학기술정책 체제의 특징
미국인들이 수상한 노벨상의 수에서 보더라도 기초 연구 및 과학은 미
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에서의 우수성이 세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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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필연적으로 지도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은 기초 연구가 강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외국 기업,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흥
산업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과학적 노력의 결과물을 취하여 상업적으로 가
능한 제품을 좀 더 능숙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한 예로서, 일
본 등이 세계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VCR과 반도체칩과 같은 기술은
초기에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였다.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로
부터 외국 기업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제품 및 공정의 사업화 및 확산은
종종 미국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사적 분야에서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메커
니즘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명료한 정책의 필요에 대한 미
국 내의 의견일치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노
력의 발전은 특히 어려웠다. 기술 실연 및 사업화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적분야의 기능으로 간주되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세금 공제,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및 특허와 같은)이 있어 왔지만,
이러한 접근은 임시변통적이고 조정이 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개발의 대
부분은 개별 의회 위원회가 관할권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예산을 판단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경제에 대한 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 관련 논의는 종종 경제적 결정으로 통합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활동에 대해 중심적인 초점을 두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다. 그 중의 하나가 미국 상무부 내에 기술부 차관이
이끄는 기술관리국(Technology Administration)을 창설한 것이며, 두 번째
가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11월 23일, 행정명령 제12881호를 발령하여
“전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한 과학, 우주 및 기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내각차원의 기구인 국가 과학기술위원회(NSTC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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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술 문제와 책임은 많은 정부 부처 및 기관간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흩어진 초점은 때때로, 상치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 부분의 정책 혹은 관행의 영향이 과정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조치의 결과를 낳았다. 분산된 접근이 다양한 문제에 대
한 다양한 반응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
고 그 유용성에 타격을 입을 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몇 차례에 걸쳐, 의회는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에 관한 조화
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였다. 산업
경쟁력에 대한 확인된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옹호자들은 그러한 노력이
사적 분야가 미래의 정부 조치를 인식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불
확실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목적은 R&D에 관하여 산업계로 하여금 좀 더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자원의 최적 분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술 정책은 정부 활동에 있어서 더 큰 일관성을 발생시
킬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수많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 프로그램 및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산업계가
인식하는 의욕저하 요소의 일부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 기업, 학계의 협력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에서, 제품, 공정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 나가는
속도가 종종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구 이상의 것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미국 R&D 노력의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둔 협력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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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동 활동, 기업의 연방 연구 시스템의 이용, 그리고 제조업자, 공급업
자, 및 사용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업-기업간의 개발 노력을 포함한
다.
기술의 사업화가 산업계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난 수년 동
안 정부는 산업계에서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
러한 활동은 종종 사적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여 시장 기능
이 제대로 운영되고, 동기부여 조항이 산업계에서 증가된 혁신관련 노력
을 조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간의 관계는 혁신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관계는 정부가 국가에 대한 산업계의
긍정적인 기여를 촉진하기는커녕 산업계에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적대적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변하고 있다. 긴밀한
정부-산업계 협력이 규범이 된 국가의 기업들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했을
때 정부와 산업계간의 협력의 결여가 국가에 있어서 해롭게 작용할 수 있
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 및 사적 분야의 기능 및 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의 국제화에 비추어 볼 때 정부-기업간의 협력적 노력의 중요성
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59)
연방 정부는 전문지식, 지식, 기술, 그리고 진보된 연구설비를 제공하
고 있다. 특정 경우에 있어서, 정부 연구소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과학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
다. 정부는 또한 기술 개발에 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제품 생
산에 대한 의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임무 요구에 충족시킬 수

59)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Advancement : Debate Over
Government Policy", supra no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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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품 및 과정에 대한 이용가능성에 관한 이해관계는 있다. 그러나
정부 연구소와 기업간의 협력은 단지 일방 통행이 아니다. 몇몇 기술 분
야에 있어서, 특히 전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사적 분야 국방
기술 및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에 더 앞서 나가 있다. 산업계와의 상
호작용은 연방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국가 R&D 사업 내에 사용되는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협력 벤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간접적 지원과 직접적인 연
방정부 기금 모두를 포함한다. 간접적 조치는 사적 분야에서의 동기 유발
을 창출하는 과세 정책, 지식재산권, 독점규제법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
다.

다른

조치는

미국

상무부

내

NIST의

선진기술프로그램(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제조확대파트너쉽(MEP: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과 같은 공동 노력에 대한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
한편, R&D에 있어서 산업계-학계간의 협력은 또 하나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을 제공한다. 대학은 기업이 고용한 과학자, 엔지니
어, 경영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전통적으로 특정 기술 진보에 있어서
내재적인 기초 연구의 대부분은 학계에서 수행된다. 그러한 기관은 일반
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제품 생산과 관련된 염려 없이 교육 과정의 일부분
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에 부가되는 위험은 이익을 내야
만 하는 기업의 몫인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산업계는 학계에서의 기초 연구에 대한 주
요 자금원이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학계에서 기초 연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연
방 정부가 주요 자금 기여자로서 산업계를 대체하고 학계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종류 및 방향에 있어서 주요 결정자가 되었다. 따라서 대학과 산
업계간의 연결을 끊어지게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15년 동안, 이러한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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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또다시 협력 연구 등으로 이어져 왔다. 정부
가 아닌 기업이 사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산
업계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학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대학 R&D에 대한 산업계의 지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60) 국릭과학
재단(NSF)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사적 분야가 1960년대 초부터 학계에
서 이루어지는 총 R&D에서 점차 많은 부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하여, 산업계는 대학에서 수행되는 총
R&D의 3%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와서는 이러한 수치가 6%로,
1990년대에는 7%로 증가하였다. 1985년과 1998년 사이에, 학계 R&D에
대한 사적 분야의 자금 지원은 100%이상 증가하였다. 예비 수치는
1996-1997년 사이에는 5%, 1997-1998년 사이에는 6%가 자금이 증가하였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AUTM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동안 대학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및 산업
계의 연구 지원 비용 비율은 연방정부가 65-69%, 산업계가 8-9%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60) "R&D Partnersh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 Implications for US Policy",
98-862
CRS Report for Congress, Wendy H. Schacht, Specialist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 2000년 12월 6일,
http://www.ncseonline.org/nle/crsreports/science/st-19.cfm?&CFID=9452212&CFTOK
EN=13851449

61) 자료원 : AUTM Licensing Survery : FY 2001, Survey Summary,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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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학 및 비영리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비용
(단위 : billion dollars)
1995
연방

12.8

사기업

1.7

자료원 : AUTM

1996
13.9
(△8.6%)
1.9
(△12%)

1997
14.6
2.2

1998
1999
2000
2001
15.3
16.8
18.1
19.9
(△5%) (△10%) (△8%) (△10%)
2.4
2.7
2.7
2.78
(△9%) (△13%)
-

Licensing Survey 1996-2001

3. 2004년 연방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책정62)
R&D 예산과 같은 총 연방 예산은 정부 기관이 활동을 반영할 뿐만아
니라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변화를 아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국
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국가의 문제, 책임 그리고 기회가 진화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경제, 여가생활 및 업무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63)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개발(R&D)
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사적 분야에서는 수행되지 않
는 주요 기초 연구에 대한 확인된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의 노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기초 연구가 많은 새로운 혁신에 대한
62)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 Budgeting and Priority-Setting Issues,
108th Congress", 2003년 3월 12일, Genevieve J. Knezo,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IB 10088
63) PCAST, “Assessing the US R&D Investment", 2002년, 10월 16일, 2면.
(http://www.ostp.gov/PCAST/FINAL%20R&D%20REPORT%20WITH%20LETT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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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기 때문에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는 연방정부 내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연방 정부의 R&D 자금 책정 우선순위
는 대통령과 국가적 선호에 반영하여 변경된다. 1980년대에는 국방 R&D
가 지배적이었지만 클린턴 행정부 기간인 1990년대에는 연방 R&D의 약
50%로 감소하였다. 비국방 R&D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미국이 소련과
의 경쟁을 추구하면서 우주 R&D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에너지 R&D가 부가적인 우선사항이
되었고, 1980년대 이후로는 보건 R&D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1년의 9.11 사건 이후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
R&D가 다시 우선사항으로 떠올랐다.
2004년 회계연도의 대통령의 R&D 예산 요구액은 약 1천2백2십3억 달
러($122.3 billion)로 2003년도의 세출 수준보다 약 4.4% 증가된 것이다.
이는 주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재향군인사무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국립과
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내무부, 항공우주국(NASA)에 대한 자금이 증가한
것이다. R&D 자금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정부기관은 교육부, 상무부, 농무
부, 교통부, 환경보호청(EPA)이다. 대 테러리즘 R&D 자금지원은 약 30억
달러가 요청되었다. 2003년 R&D 자금 지원에 관한 의회의 세출 관련 조
치는 요구된 수준을 초과하였다.
미국의 R&D 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R&D
부분은 국가 전체분의 27%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R&D 자금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R&D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증가되어야 하는지, 우선권을 어떻게 책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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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지, 보건 및 비보건 분야간의 자금에 있어서 균형점을 어떻게 맞
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예산요구안에 “연방 과학기술” 예산항목을 포함시켰는
데, 이는 미래의 통일된 과학기술(S&T) 예산항목에 대한 전조가 될 것이
다. 2004년 예산요구안에는 네트워킹과 정보 기술, 기후변화과학, 나노기
술을 위한 3개의 정부간 R&D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R&D 조정을 위한 다른 요청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우선권 책정 메커니즘,
내각수준의 과학기술기구, 기능적 R&D 예산책정, 그리고 의회 내에 기술
평가실(OTA)의 재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부는 정부 실적 및 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고무되어, R&D 예산책정에 대한 몇몇 실적 측정을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정부 및 비평가들은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
한 실적별 예산 책정에는 더 나은 데이터 및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립과학재단(NSF)이 재정 관리 절차에 있어서 훌륭한 실적을 보임으로
써 관리예산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R&D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기관들을 실적 관리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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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정책
1. 기술혁신의 개념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좁게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이루어진 새로운 발
명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의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을 통하
여 산업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혁신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포함한다. 즉, 기술 혁신이란 단순히 발명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발명에서부터 사업화를 통해 광범위한 채택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혁신(innovation)이라고 하면, 새로운 과학 혹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 즉 “발명”의
사업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혁신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어, 연구
개발, 사업화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확산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다. 그러나, 이는 일직선상의 과정이 아니며, 혁신은 이러한 단계를 통한
개발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혁신은 종종 기초 혹은 응용 연구 혹은 개
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혁신은 현
존하는 제품 혹은 공정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으로 나타난다. 생명공학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기초 연구와 사업화간의 구별은 미미하며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기초와 응용 연구간의 차별은 인공적
인 것으로 간주된다.
혁신은 발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과 기술적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상품으로 변형되는 방법에도 관련되어 있다. 사실, 대부분의 혁
신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시장 필요에 반응하여 현존 제품 및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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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변화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에
서 기술의 이용가능성 혹은 사용이며, 성공적인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성
공으로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성공, 즉 최종 사용자에 의한
기술의 채택을 포함하는 것이다.64) 즉, 혁신의 중요한 요소는 기술의 사업
화이다. 기술이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판매될 수 있거나 생산력을 높
이기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 내 놓아졌을 때만 경제적 이익이
생기며 이것이 바로 혁신의 성공인 것이다.65)
기초과학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거 대부분의 정부 활동은 혁신의 “일직
선 모델(linear model)”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모델(pipeline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 이론은 기술 진보를 아이디어 발생으로
부터 시작하여 기초 과학, 응용 과학, 개발, 사업화 및 확산을 거쳐 경제
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로 보았다. 동 과정은 아이디어로부터
제품 개발, 엔지니어링, 실험, 사업화를 통해서 판매가능한 제품, 공정 혹
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별적 단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파이프

라인의 첫 부분(연구)에서의 증가는 마지막 부분에서의 혁신의 아날로그
적 증가의 결과로 기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 연구 단계에서의 연방 정
부 자금의 증가는 새로운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반되는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64) Vicki Norberg-Bohn, ed., supra note[58], 6면.
65)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Advancement : Debate Over
Government Policy", supra no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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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산과 혁신의 일직선 모델66)

하지만, 일직선 모델은 발전 과정에서 아무런 피드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학의 좀 더 현대적인 이해는 물리
적,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 성격에 관한 지식의 창조, 발견, 검증, 조사
(照査), 재구성 그리고 유포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술적 성공은 경제적 유
용성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고 강조된다. 따
라서 이러한 일직선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혁신의 상호작용 모델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상호작용 모델의
특징은 기초 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기술로, 그리고 그 반대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을 포함한 순환 내에 피드백 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
학, 개발과 시장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수많은 피드백 고리가 있다.

66) Nikolaus Thum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National
Harmonization in Europe, Physica-Verlag Heidelberg, 2000년,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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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식과 혁신 제도의 상호작용 모델6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과정은 하나의 모델로 포괄적으로 묘사하기
는 어렵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이 고려된다.
- 혁신은 내재적으로 불확실하다.
-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또한 시장에서의 유지(staying) 비용이다.
- 과학은 가장 빈번하게 혁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학은 주로 혁신적 조직내의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신속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하여 들어온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혁신 전략은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복수의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식과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신흥 기술에 대한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 성공적인 혁신은 산업 분야의 경쟁력, 지재권, 그
리고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를 지원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의존한
다.68) 미국 혁신 제도의 강점 중의 하나가 복수의 기업, 복수의 기술, 복

67) Nikolaus Thumm, supra note[66], 14면.
68) Vicki Norberg-Bohn, ed., supra note[5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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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R&D 자금원 그리고 복수의 R&D 수행자간의 경쟁을 포함한 집중적
인 경쟁적 환경에 있다.
정책결정자는 어느 정도의 정부 정책이 주어진 분야 및 기술에 대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공급증진 정책과 수
요발생 정책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 정책 및 지식재산권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표 4>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분야별 비교69)
분 야
정책 메커니즘
공급증진
(supply push)
R&D 자금 - 국방
R&D 자금 - 민간
수요발생
(demand pull)
구매 - 국방
구매- 민간
규제 / 규제해제
표준화
보조금 / 세금우대
경제정책
독점규제법 정책
지재권 정책
수입 정책

컴퓨터
/ 정보기술

농생물공학

●
●

●

●
●
●
●

●
●

●
●
●

●

전력 분야
기술

산업화학(a)

●
●

(b)
(c)

(e)
●
●
●
●

(b)
(d)

●

(b)

(a) 화학 분야에는 제한적인 정부 개입이 있었다.
(b) 합성 고무는 예외 : 정부는 R&D 자금을 지원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동
안 주요 구매자였으며, 이는 지재권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
69) Vicki Norberg-Bohn, ed., supra note[5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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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c) 비록 제한적인 직접 지원이었지만, 정부는 관련 분야에서 대학 연구에는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d) 몇몇 기술의 개발 초기에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목표는 ① 비효율성의 원천을 제거함으로써 장
기간에 걸쳐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며 ② 이로 인한 이익의
폭넓은 분배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70)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혁신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항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지표와 데이터, 노동력, 지재권, R&D 인프라.
첫째는 산업 연구 및 혁신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진 연구 및
혁신에 관한 측정 및 통계적 데이터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중
하게 선별된 지표와 반복적인 방법으로 전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산업
구조 및 혁신 과정에서의 변화를 구별하고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며, 혁신
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도움이 된다.
둘째는 노동력으로, 산업 재생(resurgence)의 고용, 수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자본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의 부족, 특히 정보 기술을 창출하고 개발하고
배치시킴에 있어서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은 미국이 번영을 유지하고 혁신
의 활동중심지가 되는 능력을 방해한다.
셋째는 지식재산권으로 지재권 보호의 지속적인 확대의 일면이 연구,
혁신 그리고 기술 확산에 미치는 암시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특허, 저
작권,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70) 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National Research Council,
Securing America's Industrial Strength,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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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적 자산이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는 선진적 산업 경제에 있어서 적
절한 정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인프라에서 공적 및 사적 투자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가. 혁신과 지재권의 관계
미국 경제에서 기술이 점차 중요함을 더하게 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견과 혁신
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국 헌법 Clause 8, Section 8, Article I에 의해서 설
립되었다. 특허의 부여는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독점적 권리를 통한 발
명으로 인한 이익을 회수하는 수단을 발명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디어를 더욱 개발하고 시장판매 가능한 기술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특허 획득의 과정은 특허가 공공
영역에 속해 있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발생된 지식의 구체적인 응용
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대가로, 발명가는 특허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를
공개해야만 한다. 공개제도로서 특허는 다른 기업 혹은 개인이 병행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고 혹은 시장에서 유사하고 확대된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 현존 특허를 바탕으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은 긍정적인 경제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
국 정부는 혁신의 증가를 위한 경제적 도구를 찾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
의 도구는 보조금, 과세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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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기초인 지식을 발생시키는 발명자의 투자를 보호한다. 미국 헌법
에 규정된 대로, 특허는 “과학과 유용한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한다.71) 즉, 특허 제도
는 기업과 개별 혁신가들 모두에게 혁신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면서 동시
에 대량의 사용자들에게 기술적 지식의 혜택을 배포해야 하는 의무도 있
다.
지식재산권은 혁신 과정의 투입과 산출로서 모두 혁신 모델의 몇몇 요
소에서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지재권은 시장을 독점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 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재권은 법
적으로 제도화된 측정으로서 혁신의 산출 요소이다.72)
다음 <그림 5>은 비록 원이 크기는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 발명 중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얼마정도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발명, 혁신, 특허의 일반적인 관계
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발명 중 오직 일부분만이 특허 데이터로 나타나
며, 경험적 조사에 의하면 약 50∼85-9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71) "Patent Ownership and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 A Discussion
on the Bayh-Dole Act and the Stevenson-Wydler Act", supra note[2].
72) Nikolaus Thumm, supra note[66], 15면.

- 63 -

제3장 미국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그림 5> 발명, 혁신 그리고 특허의 일반적인 관계73)

경제적으로 유용한 모든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지 않을뿐더러 출원된다
하더라고 특허로 등록되지도 않을 수 있다. 기업들은 종종 컴퓨터 산업과
같은 비교적 제품 생명주기가 짧은 것일 때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좀 더
적절한 도구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모든 특허가 단순히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시장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서
혹은 경쟁자를 오도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도 종종 사용된다. 게다가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이 그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도 각각 다르다.74)
아이디어와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2가지 효과는
혁신과 확산 효과로 대별할 수 있다.75) 먼저, 혁신 효과로, 혁신가들은 자

73) Nikolaus Thumm, supra note[66], 41면.
74) Nikolaus Thumm, supra note[66], 41면.
75) Nikolaus Thumm, supra note[66], 7면.

- 64 -

제1절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정책

유 시장 조건하에서 지재권으로부터 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의 조사 및 개발에 대한 비용과 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
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재권 보호로 인하여 투자의 개별적 위험성은
떨어지고, 따라서 혁신의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혁
신 효과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일반적인 흐름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와 지식의 확산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예로는, 지식재산권은 다른 이들이 그 사용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한다(부정적 유포 효
과). 두 번째로, 특허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공개함으로써 기술 지식은 또
한 더 넓은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된다(긍정적 유포 효과). 그러나 특허
정보가 내부정보로 남아 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한 긍정적 유포 효과는 제한적
이다. 따라서 최적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문제는 지재권 수행에 있
어서 혁신 장려(innovation spurring)와 지식 제재(knowledge deterring)간
의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지재권이
그 성질상 차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혁신의 경제지표로서의 특허
특허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데이터 입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허 데이터는 비교적 장기적 기간동안 입
수가능하고, 기업 데이터와 산업 분야 데이터와 같은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특허통계를 통한 특허활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R&D 결과와 기술적 변화에 대한 유용한 지표이며, R&D 지출과 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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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세계적 기술 지표와 특허를 비교하는 주요 장점은 특허통계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입수가능하며, 지리적 위치와 기술적 분야에 따른 통계적 세
부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76)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국의 특허활동(특허법, 특허정책,
외국 특허출원건수, 특허의 사용율,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 등)을 지표
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보고서는 앞에서 밝힌 바가 있다.77)
따라서 혁신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허 통계를 볼 때, 유럽은 미
국과 일본보다 특허 건수가 뒤쳐져 있는데, 이는 유럽은 특허 출원 건수
에 있어서 많은 적자를 보이고 있고, 특허를 혁신의 지표로 가정할 때, 이
는 혁신 활동에 있어서 적자를 나타내는 것이다.78)
하지만,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경제 활동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어려움을 수반한다. 모든 발명이 특허출원이 되거나 특허가 가능
한 것은 아니며, 이들이 혁신, 즉 경제적 사용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79) 따라서 특허를 경제 지표로 사용함에 있어
서 주의해야 할 관점은 다음 4가지로 지적된다.
-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 발명 중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몇 퍼센트인
가?
76) 미국 상무부, OTA, "산업 연구개발의 세계화(Globalizing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1999년)" 44면. (http://www.technology.gov/Reports/report2.pdf)
77) 미 상무부, OTA의 보고서 : International Plans, Policies, and Invest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1997년); The New Innovators : Glob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1998년); Globalizing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1999년); The
Dynamics of Technology-based Economic Development: State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미 국립과학재단(NSF)의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보고서 등.
78) Nikolaus Thumm, supra note[66], 9면.
79) Nikolaus Thumm, supra note[66],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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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사용은 산업 별로 다양하다. 특허는 의약품 산업에서는 광범
위하게 사용되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사용
범위가 좁다. 따라서 산업간 비교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국가별로 출원절차 및 등록 경향이 다른 것도 더 많은 왜곡을 가져
올 이유가 될 수 있다.
- 장기간에 걸친 특허 데이터의 비교는 법적 구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면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허는 혁신의 경제지표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측정 도구가 발견될 때까지 특허는 포괄적인
데이터 소스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재권은 次善
의 해결책일 뿐이다. 지재권은 차선적 생산 수준의 독점적 시장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지재권에 시장 구조와 혁신의 관계는 1차적 상호
관계가 아니다. 혁신의 시장 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피드백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는 내생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경제지표로서의 지재권(특허)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만, 개별적 사안에서 실제적인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80)

다. 혁신에 있어서 지재권의 효용성
일반적으로 기술 진보는 과학의 발전에 의존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인과관계는 보통 기술 성장에 대한 과학 지식의 성장으로부터

80) Nikolaus Thumm, supra note[66],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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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
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기술 지식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는 3
가지 요인으로 인한다. 첫 번째 요인은 연구 경비의 개별성과 투자가에
대한 엄청난 고정 비용의 부담이다. 두 번째 요인은 연구개발에 대한 기
술적 불확실성과 투자와 함께 발생되는 일반적 투자 위험성이다. 세 번째
요인은 기술 지식의 공공재적 성격이다. 즉, 지식의 생산자는 다른 이들의
사용을 막을 수 없는 비배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다. 자유 시장 조건하에서, 공
공재적 성격은 지식재산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지식재산권이 제공하는
투자 활동(R&D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도 손실된다. 이는 지식재산권 형
태로 정부 간섭이 요구되어지는 이유에 대한 주요 쟁점이다.81)
지적 자산이 가치, 생산성, 그리고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어 가고 있는
선진 산업 경제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은 발명과 투자의 중요한 유인책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여년 넘게 미국 및 다른 지역에서
지재권의 강화 및 확대가 적절하였고, 아마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재권 체계의 저변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고, 이는 R&D 투자
및 지재권 사용에 대한 보호의 동기부여적 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생명
공학과 소프트웨어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는
듯 하다. 최근에 매년 미국 기업의 총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유
례없이 증가하였으며, IBM과 같은 몇몇 주요 대기업은 라이센싱을 통하
여 지재권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특허의 유용성은 산업 분야별로 다양하다. 항공

81) Nikolaus Thumm, supra note[6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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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로는 특허가 투자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가
장 성공적인 메커니즘은 아니라고 한다. 반면, 특허는 약품 및 화학 산업
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산업계가 특허를 효과적으로 인식하
는 정도는 특허와 연관된 중복 비용 및 시간의 증가와 서로 관련이 있다.
특정 산업에서는, 특허로 인하여 특허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사용
하거나 혹은 동 특허를 기초로 발명을 하고자 하는 비특허권자들이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특허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
한 비용은 예를 들면,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약 40%, 주요 신 화학제품에
있어서는 30%, 전형적인 화학품에 있어서는 25%로 추정된다. 하지만, 다
른 산업에서는, 특허가 모방과 연관된 비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며, -예
를 들면, 전자산업에 있어서는 7∼15%정도-, 따라서 동 산업에 있어서 투
자 보호적 측면에서 특허는 덜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강력한 특허권
을 지닌 새로운 기업이 더 쉽게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고, 대형의 제약
회사가 엄청난 의약 개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에 의존
하고 있는 경우인 생명공학 산업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지재권 보호의 효
과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82) 이러한 효용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은 발명에 대해서 계속 특허를 내고 있고, 미국 발명가에게 부여되는 국
내 특허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로열티 지불, 모방자들의 진
입 방해, 기업의 대안적 우선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상 도구로서 특허의
사용 능력을 포함한 부가적으로 인식된 혜택의 결과인 것 같다. 동시에,
소송에서 지재권을 보호하는 비용이 높은데, 이는 지재권의 보호의 강화
의 주요 수혜자가 기존 대기업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83)
82) 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National Research Council,
Securing America's Industrial Strength,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9
년., 24면.
83) 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National Research Council,
Securing America's Industrial Strength,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9
년.,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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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따르면, 1998년 4월 지재권과 산업 경쟁력 표준에 관한
스탠포드 대학 워크샵에서, 특허의 동기부여와 전략은 산업간 그리고 국
가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한편, Edwin Mansfield는 지
재권, 기술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는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
다. 개도국은 과학기술의 결과인 지재권을 공공재(public good)로 생각하
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지재권을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에게 금전적 회수를 제공하는 수단으
로 보고 있다. Mansfield는 더 나아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진보를 지
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지재권 보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되지 못할 것이다. Mansfield는 이미 취약한
동기 부여 제도에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84)
Richard Levin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Mansfield의 결론을 보강하였
다:85) 즉, 무엇이 적절한 보호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
별 산업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특허 건
수만을 볼 수는 없고, 아울러 그러한 특허의 가치를 고려해야만 한다. 강
력한 보호 하나만으로 R&D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약하
다. 그러나 중요하게도, 특허 보호의 결과로서의 확산과 연구자의 자유로
운 이동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빠른 정보 흐름은 빠른
기술 진보에 도움이 된다.
요약하면, 의약 및 생명공학 산업을 제외하고, 자신의 발명, 투자, 노력
에 대한 이익을 잡기 원하는 혁신가들에게는 동기부여로서 더 많은 자원

84) Carole Ganz Brown and Francis W. Rush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1990s: Problems and Soluti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erformance : International Comparisons, Westview Press, 1990년, 4면.
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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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력을 혁신에 투여하게 된다는 면에서든, 혹은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려고 하는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발명가를 격려하
는 면에서든, 지재권의 효과는 혁신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기술적 진보도
매우 불확실하다. 동시에, 몇몇 환경에서 지재권이 주장되고 행사되어지는
방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학계 연구의 실적과 의사소통
- 유럽연합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과학적 데이터베이스에로 저작권을
확대하도록 선호하는 국제 협정이 연구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
- 명시된 유전자 서열과 다른 생물학적 물질 특허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복잡하고 비용
이 비싸게 될 것이거나 혹은 대안적으로 연구자들이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 연방 보조금 수혜자들로 하여금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실시하는 동기를 변경하게 될 것이
라는 우려
- (지재권과 다른 방법으로) 학계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려는 대학, 연
구자, 그리고 후원 기업의 재정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개방적이고
시의적절한 과학적 의사소통이 방해되고 있다는 우려
- 대학과 잠재적인 산업계 후원자가 지재권에 관한 의견차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업이 학계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저
하될 것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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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쟁 기업간의 인사 이동과 비공식적인 기술적 의사소통
- 유용에 관한 민사 및 형사적 처벌을 규정한 새로운 연방 영업비밀
법의 집행으로 기업간의 인사이동과 비공식적인 노하우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

③ 급진적 및 점진적 그리고 초기 및 후속적 혁신 모두에 있어서
R&D와 혁신에 대한 산업계의 투자
- 지재권 범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 느리고 비밀로 진행되는 특허 행정 과정이 R&D 동기부여를 감소
시킨다는 우려
- 재정적으로 그리고 과학자, 엔지니어, 관리자들의 시간상 모두에
있어서 소송의 불확실성 및 비용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
- 소프트웨어 혹은 게놈 물질의 지적 내용을 탐구하는 것을 금지하
고 수정 및 개선을 금지하는 라이센싱 조건에 대한 우려

④ 산업 경쟁과 구조
-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혹은 관련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특허
포트폴리오의 사용에 대한 우려
- 지재권 보호가 영업비밀에서 특허로 옮겨갈 때 (예를 들면,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같은) 초기 혁신가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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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혁신을 위한 지재권 정책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은 분야별로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특허 보호가 급속한 혁신에 기여
하였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동안 비교적 취약한 지재권 구
조가 기술 이전 및 경쟁 그리고 혁신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86)
몇몇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은 이익창출은 특허 소유권에 의존하고 있
다. 지재권 정책은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와 지재권의 비교적 폭넓은 확산
(dissemination)에 있어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87) 반도체와 컴퓨
터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비교적 취약한 지재권 구조는 이러한 기술에 있
어서 혁신에 기여하였다. 인터넷의 경우에 있어서, 지재권의 많은 부분이
기본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공공 영역에 속해 있었다. 역시
이러한 공공 영역에 속해 있도록 한 제도적 형태는 기술 이전을 촉진하였
고, 혁신을 연관시켰다. 그리하여,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에는 비교적 취약한 지재권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기업과 대학이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한 특
허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지재권 구조가 생명공학에 있어서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88)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내에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
산권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
다:89) 즉, 경제성장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재권이 아닌) 다른 정책과
조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
86) Vicki Norberg-Bohn, ed., supra note[58].
87) Vicki Norberg-Bohn, ed., supra note[58], 15면.
88) Nikolaus Thumm, supra note[66], 43면.
89) Carole Ganz Brown and Francis W. Rushing, supra note[8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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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더 많은 기술적 진보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
고 기술로부터 수익을 유용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
에,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구체적인 산업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의약품 및 정제 화학제품은 보호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하
여 미국은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체계는 새로운 과학기술
의 세계적인 확산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연구자, 기업 그리고 국가의 소유
권적 이해관계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는 지속
적인 정치적 정책적 과정은 관련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
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제 기구가 없는 듯 하다. 이로 인
하여 전세계적으로 지재권 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90) 즉, 지재권 보호의 경제적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간의 역사적 차이에 방해받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의 출현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지재권 보호
를 국내 산업 및 경제 발전 정책과 연계시키고, 강화된 지재권 보호에 대
한 학계와 업계의 태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간에
걸쳐 과학 기술의 흐름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이해관계의 균형점에
대해서 국가간의 건설적인 의견일치를 이루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유지를 위
한 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91)

90) Carole Ganz Brown and Francis W. Rushing, supra note[8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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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재권 제도는 국가의 발전 및 경쟁력 정책 그리고 사적 분야의 능
력과 별개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무역 지향
접근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
정해야 한다.
② 과학과 기술의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과학적 발견은 더욱
빨리 기술적 진보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기술의 보호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걸쳐 과학적 지식의 흐름을 저하
해서는 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무역 전략은 개발 지원과 경제 실적에 대한 보호 효과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노력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략에는 지식재산권 보
호와 기술, 투자 및 무역 흐름간의 연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현재의 현실
은 국가의 정책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④ 지재권 보호로 인하여 얻는 혜택이 연구개발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 건수뿐만 아니라 가치와 사적 분야에서는 기술적 자산으로서
의 집중이 강조되어야 한다.
⑤ 미국 정부 홀로 진공상태에 있는 보호에 대한 국제적 체계의 진보
를 이룩할 수 없다. 모든 국가에서의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 및 충고가 강
력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국내 기술 능력이 증가하고, 발전 단계가 향상
되고, R&D의 사적 자금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
내 이해관계인들이 출현하게 된다.
⑥ 증가된 보호가 미래에는 기대되지 않으며, 이동은 혁신적이라기 보
다는 진화적으로 될 것이다. 보호의 증진 전략은 장기적 접근, 예를 들면,
91) Carole Ganz Brown and Francis W. Rushing, supra note[84],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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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지 10년의 시간 틀로서 취해져야 한다.
⑦ 새로운 기술은 국가로 하여금 과거의 차이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
고, 보호의 새로운 형태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
기술에 있어서 향상된 재산권으로부터 개선된 경제적 실적에 대한 지속적
인 진보는 분명한 증거와 정보를 가진 토론을 통하여서만 이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 실적에 관한 정
책 결정에 관한 통찰과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는 더 많은 이용가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사를 선호하여 발명가의 배타적 권리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
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재권의 보호가 어떠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지재권의 보호 없이는 혁신이 거의 발생되지 않거나 미
루어진다는 것이다. 지재권 보호는 또한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어 질 것이다. 때때로 그러한 배제는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환
경에 있어서, 지재권 보호는 필요한 혁신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독
점력은 새로운 아이디어, 과정 그리고 혁신의 확산; 아이디어의 상호교류;
다른 기술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기초 지식의 확대 등을 더디게 하기도
한다. 필수적인 문제는 혁신가들에게 대한 동기 제공을 유지하기에 충분
할 정도로, 그러나 사회적 선의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는
보호 수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92)

92) Carole Ganz Brown and Francis W. Rushing, supra note[8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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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혁신과 지재권 관련 법률
1. 기술혁신관련 법률의 배경
연방연구소로부터 제공되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자금지
원하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사업화율은 1980년대를 통하여
매우 낮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소유한 특허 중 약 10%만이
사용되었다고 한다.93) 여기에는 이러한 기술 및 특허 중 많은 부분이 상
업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사업화
에 성공한 기술에 있어서는

동 기술에 대한 인지된 시장 수요가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연방 연구소의 R&D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임무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혹은 국가적으로는 중요하나 사적 분야에
서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연구였기 때문에, R&D에 대한 결정은 상업적
필요가 아니라 공공 분야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자금 R&D로 인한
기술의 사적분야로의 이전은 시장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부 사용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의 상업적 적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에 의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
술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사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동
기술에 대한 사업화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대명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정부 자금으로 이루어진 발명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통한 국가적 기술혁신의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은
관련 기술을 사업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적 분야, 즉 기업으로 이전
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기술이전이라고 하면, 정부 소
유 특허를 사기업에게 라이센싱하거나 혹은 특허권을 계약자에게 양도하
93) "Technology Transfer : Use of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Wendy H. Schacht,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 2003년 2월 24일.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B8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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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법적 권리의 이전을 말한다. 한편, 다른 경우에 있어서, 기
술이전 노력은 개인간의 상호접촉을 통하여 정보, 지식, 기술의 비공식적
이동이라는 기술확산적인 면을 포함하기도 한다.
연방정부의 기술이전에의 개입은 국가 복지 및 안보에 중요한 경제성
장 증진이라는 이해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구결과가 경제전반에 걸
쳐 확산되고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심화 개발, 정제, 마케팅을 통
하여서이다. 기술 진보는 미국 경제 성장의 1/2에 해당되며, 장기적인 경
제 성장의 주요 추진력이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널리 수용되
어 있다. 제품, 공정 혹은 서비스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 내놓아질 때 기술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다. 기
술이전이 성공적일 때, 새롭고 다른 제품 혹은 공정은 시장 요구를 충족
시키거나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은 기업
차원에서 발생되는 고용 및 소득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특히 연방정부 자금하에서 수행된 연구개발로부터 파생된 특허의 소유
권은 연방 연구소에서 사적 분야로의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
으로, 정부는 이러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 있고, 기업에게 독점실
시권 혹은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에 대한 권리(적어
도 독점실시권) 및 이에 의한 보호 없이는 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부가
적인 시간 및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논쟁이 되고 있다. 동
논쟁은 비록 연방정부에 특허권이 있는 아이디어의 일부분이 심화 개발,
적용 및 마케팅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 불과
10%만이 사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 문제에 대해선 보편적인 합의가 없다. 연방정부 자
금이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권리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공적 분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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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어느 정도는 계약자에게 권리를 부
여하는 것이 사업화를 장려할 것임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
특허상표법개정(P.L. 96-517), 일명 바이-돌 법을 비롯한 여러 기술이전 관
련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1980년대 정부 지원 연구 결과인 지재권에 대
한 사적 소유권을 관장하는 미국의 법률에 있어서 1980년대의 변화는 공
공분야와 사적 분야간의 파트너쉽과 대학-산업계 및 국립 연구소-산업계
간의 기술 이전을 이끄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94)
연방정부자금지원의 R&D를 사적분야에서 개발하고 유용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특허 소유권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여러 법안에 관한 논쟁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이는 곧 산업계에
서 기술 진보 및 사업화를 육성하는 부가적인 방법에 대한 의회의 확대된
관심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산업계에서의
증가된 혁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술 개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따라서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운영되도록 하기 위
해서 다양한 입법안이 법률로 되었다.

2. 기술이전정책 관련 법률
기술이전관련 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95)

94) Vicki Norberg-Bohn, ed., supra note[58].
95) www.afrl.af.mil/techtran/handbk/transferdocs/section_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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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 (PL 96-480)
- 정보 확산에 초점
- 기술 협력에서 연방 연구소의 활발한 역할을 요구
- 주요 연방연구소에 연구 및 기술 응용실(ORTAs: Offices of Research
and Technology Applications) 설치
- 연방기술 유용센터 설치
② 1980년 바이-돌 법
Bayh-Dole Act of 1980 (PL 96-517)
- 대학, 비영리기구,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공공 확산 및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으로부
터 발명 명세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
- 정부소유․정부운영(GOGO)의 연구소가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③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91-219)
-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 창설
-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의 임무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특별 자금을 제공하도록 함
④ 1984년 협력연구법
Cooperative Research Act of 1984 (PL 98-462)
- 연구 자원을 공동출자하고 공동 전(前)경쟁단계의 R&D에 참여하고
자 하는 기업들의 독점규제법 관련 3배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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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콘소시엄의 설립
⑤ 1984년 상표권 명확화법
Trademark Clarification Act of 1984 (PL 98-620)
- 정부소유․계약자운영(GOCO) 연구소에서 특허에 대한 실시권 부여
에 관하여 연구소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계약자들이 R&D에서의 사용, 혹은 교육 목적으로 특허 로열티를 받
을 수 있도록 허용
- 크기에 관계없이 사기업이 전용실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
- 대학 및 비영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제한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⑥ 1986년 연방기술이전법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 (PL 99-502)
- 기술이전이 모든 연방 연구소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책임이라고
명시
- 기술이전의 책임은 업무실적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함
- 연방 발명자가에게 로열티 분배의 원칙(최소 15%)을 설립하고 다른
혁신가들에게 보상 제도를 확립
-

기술이전을

위한

연방연구소콘소시엄(FLC: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헌장 제정, 그리고 동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
니즘 제공
- GOCO 연구소 소장에게 협력 R&D 협정을 맺을 수 있고, 또한 효율
적인 본부 검토와 함께 라이센싱 계약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
한을 각 정부기관에게 부여
- 정부 연구소와의 협력연구개발협정(CRADA)의 결과인 발명에 대한
권리 및 라이센스에 관해서 연구소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발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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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
- GOCO 연구소의 인원, 서비스, 장비를 연구 파트너와 교환할 수 있
도록 함
- GOCO 연구소의 발명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 및 전직 연방 직원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을 정도로 상업적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⑦ 행정명령 제12591호와 제12618호
Executive Order 12591 and 12618 (1987) :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촉진
-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 CRADA(협력연구개발협정) 권한을 GOGO 연구소에 위임
- 기술공유프로그램의 설치
-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자금지원된 기술 중 미국 산업 및 학계에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목록을 확인하도록 요구
- 과학기술정책실(OSPT) 실장으로 하여금 연방 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
전에 대한 창조적인 접근방식을 확인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정부간
업무추진팀을 소집하도록 요구
- 행정부서 혹은 기관의 장이 “국가 안보에 해롭다”고 판단한 기술은
이전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함.
⑧ 1988년 종합 무역 및 경쟁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PL 100-418)
- 결과 및 자원의 완전한 사용을 보장함에 있어서 공적/사적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
- 제조기술의 이전을 위한 센터 설립
- 주 내에 산업 확장 서비스와 성공적인 주 및 지방 기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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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표준원의 명칭을 국립표준 및 기술원으로 변경하고 기술이전 역
할을 확대
- 로열티 지불 요건을 연방연구소의 비공무원에게도 확대
-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술이전센터에 대한 연수 인정
⑨ 1989년 회계연도의 국립표준 및 기술원 인증법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uthorization Act
for FY 1989 (PL 100-519)
- 상무부내에 기술관리국(Technology Administration) 설치
- CRADA(협력연구개발협정)에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계약
적 고려사항을 허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여자에게 자금지원 조건을
허용. 로열티에 관하여 파견 근로자(guest worker) 발명가의 권리를
명확화.
⑩ 1989년 국가 경쟁력 기술이전법
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9 (PL
101-189)
- 1986년 연방기술이전법하에서 강조된 필수적으로 동일한 기준하에서
GOCO 연방 연구소가 대학 및 사적 기업과 함께 CRADAs 및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협력 협정을 통하여 획득되거나 이루어진 정보 및 혁신이 공개로부
터 보호되도록 허용
- 핵무기 연구소에 대한 기술이전 임무를 제공
⑪ 1991년 회계연도 국방 승인법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1991 (PL 101-510)
- 연방정부, 주 및 지방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간의 성공적인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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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기 위하여 국립 국방연구소에 모델 프로그램 설치
-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혹은 공동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연방 연구소에게 파트너쉽
중개자를 제공
- 국립 국방 제조 기술 계획의 개발 및 시행을 제공
⑫ 1991년 미국 탁월성 법
American Preeminence Act of 1991 (PL 101-245)
- 연방연구소콘소시엄(FLC: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의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FLC의 책임 면제, 의회 및 대통령에
게 FLC 연례보고서에서 독립적 연례 회계감사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요구
- 지식재산권을 CRADAs하의 잠재적인 기여로 포함
- 연구소 소장이 여분의 장비를 교육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선물로 증
정할 수 있도록 허용
⑬ 1992년 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Program 1992 (PL
102-564)
-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 및 인류서비스부, NASA, NSF에 중소기업기
술이전(STTR)에 관한 3년간의 시범 프로그램 설치
-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 하여금 STTR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하고 조정하도록 지시
- SBIR 프로그램과 유사한 STTR 고안
- 5개 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대학, 연방 연구개발센터 혹은 비영리연
구센터의 연구자를 포함하는 협력적 R&D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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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1993년 국가 국방부 승인법
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3 (PL
102-125)
- 중소기업에로의 기술이전 촉진 및 장려
⑮ 1993년 회계연도 국가 국방부 승인법
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1993 (PL
102-484)
- 국방부에 기술이전실 설치
- 비연방 연구소 계약자들에게 중소기업 기술 이전 절차의 효율성 확
대
- 에너지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에게로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지침서
를 발간하도록 지시
- CRADAs의 잠재력을 정부소유가 아닌 국방부 자금 지원 연구개발
센터로 확대
⒃ 1994년 국가 국방부 승인법
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4 (PL
103-160)
- 연구소의 정의를 에너지부의 무기 생산 설비로까지 확대
- 기술 및 산업 혁신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미국 국민의 경제적, 환경
적, 사회적 복지의 중심임을 강조
- 연방정부의 합리적인 배상에 대한 보답으로 기업이 연방 연구소 소
속의 과학자들과의 협력 연구의 결과로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좀 더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에서 기술 및 산
업 혁신의 사업화가 증가될 것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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⒔ 1995년 국가 기술이전 및 발전법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 (PL
104-13)
- Stevenson-Wydler법을 개정하여 CRADAs가 연방 연구소 및 과학자
들 그리고 사기업 모두에게 관심을 끌도록 하게 함
- 미국 기업들이 연방 연구소와의 CRADA로부터 발생하는 발명의 즉
각적인 사업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지식재산권을 부여받
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공
- CRADA의 공동 당사자에게 CRADA하의 공동 연구 결과인 발명에
대한 협상 이전 단계의 사용에 대한 전용 혹은 통상실시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CRADA 파트너는 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전세계적인 라
이센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직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CRADA하에서 시장판매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 연방 과학자에 대
한 금전적 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소에 대한 로열티 지불의 연
간 상한선을 1인당 100,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높임.
- FLC에게 정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영구적으로 지원
⒕ 1997년 국방 승인법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7 (PL 104-201)
- 모든 연방자금지원연구개발센터(FFRDC: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가 모든 연방 혹은 비영리 연구소와
CRADAs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
⒖ 2000년 기술이전 사업화법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of 2000 (PL 1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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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Stevenson-Wydler법을 개정하여 정부 연구소가 협정에 서명
하기 전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협정하의 업무 범위 내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연방정부소유의 발명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RADA하의 열거된 당국에 관한 요건을 변
경
- 라이센스 신청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명의 실질적인 적용을 성
취할 것을 다짐하도록 요구
- 정부기관이 15일간 공지하고 접수된 모든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한,
해당 정부기관이 연방정부 소유의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 혹은 부
분적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함(단, 모든 발명에 대한 라
이센싱이 CRADA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예외).
- 비영리기관 및 중소기업의 발명이 부당하게 미래의 연구 및 발견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경쟁과 사업의 촉진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서 특허 제도의 활용에 관한 의회의 정책 및 목적을 개정
- 정부소유 발명에 대한 사적 당사자의 권리의 정부 획득에 관한 바이돌 법,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연방기관이 받은 로열티의 배분에
관한 스티븐슨-와이들러법에 대한 특정 기술적 개정이 이루어짐
- 1개 혹은 그 이상의 CRADA를 소유한 연방자금지원연구소가 있는
각 연방정부기관은 중요한 국가 안보 기술을 포함하는 혹은 국내 혹
는 국제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주요 CRADA에 관
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국가안보위원회와 의회에 보고서
를 제출할 것

이 중에서 두 개의 주요 법률이 연방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특허의
처리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 동 법안을 후원한 전 상원 의원 이름-Birch
Bayh, Robert Dole-을 따서 붙여진 Stevenson-Wydler법 (PL 96-480)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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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법(PL 96-517)은 협력적 R&D, 기술이전 그리고 연방정부가 지원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허 소유권을 유용하기 위한 노력의
근간이다. 동 법들은 연방정부기관의 임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연방정
부가 자금지원하고 혹은 개발한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되었
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R&D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은 협력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적
인 자금지원이 없는 경우 정부와 외부 파트너 사이에 협력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돌법의
조항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외부에서 수행된 R&D의 결과물인
특허에 관한 것이다.96)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이 바이-돌법 보다 먼저 통과
되었기는 하지만, 동 법률에 대한 여러 번의 개정이 바이-돌법이 발효된
이후 바이-돌법의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3.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 PL 96-480)은 연방 연구 시스템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는 한 기관, 한 분야 혹은 한가지 목적으
로 발생된 기술이 다른 기관, 다른 분야 혹은 다른 목적으로 적용되는 과
정인 기술이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국방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이것을 주로 “파급효과(spin-off)"라고 부른다.

96) "Patent Ownership and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 A Discussion
on the Bayh-Dole Act and the Stevenson-Wydler Act", supra 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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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방 정부 부서
및 기관은 매년 약 790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3
이 연방 연구소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R&D를 지원하는데 쓰여진다97).
그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임무 관련 사용 이외에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
게 되는 새롭고 개선된 기술 및 제조 기술을 낳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
체 연방 R&D 지출의 대부분이 국방 분야를 위한 것인 반면, 정부 자금
지원의 업무는 항생제, 플라스틱, 제트 항공기, 컴퓨터, 전자제품 그리고
인슐린, 인간성장호르몬과 같은 유전공학적 약품 등을 포함한 새로운 상
업적 제품 및 공정을 이끌어 내거나 이에 기여하게 되었다.
기술 이전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
적 분야에서 연방정부자금의 R&D를 더 개발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기술이전 찬성론자는 주장한다. 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
한 필요와 함께 국제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겪는 경쟁적 압력의 증가는
공적 사적 양 분야에 모두 혜택이 되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연방 연구소와
기업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비록 기술이전 반대론자들은 이러
한 활동이 예산책정된 연구를 전환하게 만든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정
부기관 지원 R&D에 의해서 창출되는 지식 기반은 혁신적 기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정부 연구 사업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기업에서 부가적인
상업적 관련 노력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은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을 개정한 1986년 연방기술이
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 PL 99-502)에 의해서 설
립된 특정 법률 협정서인 협력연구개발협정(CRADAs :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에 의해서 촉진되며, 이는 정부
소유․정부운영(GOGO: government-owned, government-operated) 연구
97) "Patent Ownership and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 A Discussion
on the Bayh-Dole Act and the Stevenson-Wydler Act", supra 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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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적용되고 있다. CRADAs 사용에 대한 권리는 스티븐슨-와이들러법
을 다시 개정한 1989년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9, PL 101-189)에 의해서 정부소유․계약
자운영(GOCO : 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연구소로 확대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협력연구개발협정서(CRADA :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는 공동 벤처를 정의한 (구매 계약서가 아
닌) 특수 법률 문서이다. CRADA는 제한된 정부기관의 검토로 인하여 연
구소 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이다. 산하 연구소 운영을 하는 연방 정부 기
관에 있어서, 연구소장은 기술이전의 분산 및 촉진의 한 방법으로
CRADA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에너지부와
같이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계약자를 이용하는 정부기관에서는 CRADA
는 또한 정부기관 본부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정부소유․계약자운영(GOCO) 연구소를 포함한 CRADA하에서 이루어
진 발명에 대한 권리의 처분은 대학 혹은 비영리 계약자들이 이룩한 발명
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바이-돌법의 조항의 영향을 받는다. CRADA하
의 정부소유․계약자운영 연구소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발명가에 대한 보
상, 부가적인 관련 교육 및 연수, R&D, 그리고/혹은 과학적 교환을 위해
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스티븐슨-와이들러법 하에서, 발명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직원은 동 정부 소유 특허의 라이센싱으로부터 발생되는 로열티의 적어도
15%를 받도록 되어 있다(15 USC 710c). 정부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지침 내에서 자체적으로 로열티 공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발명가는
대통령의 동의없이는 연간 100,000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연방

정부기관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취득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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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면, 현직 혹은 전직 연방 직원인 발명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발명
을 실행하도록 하는 통상의, 비양도성의, 취소할 수 없는, 지불필(paid-up)
의 라이센스를 정부에 남겨둔다는 조건하에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획득
할 수 있다.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은 또한 협력 R&D 협정으로부터 파생된 로열티를
연방 정부기관에 배분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15 USC
3710c). 만약, 발명가에게 15%의 보상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로열티 수입
이 정부운영 연구소 예산의 5%를 초과할 경우 연구소는 초과분의 25%를
보유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초과분을 연구소의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적 인원들에게 대한 보상을 위해서, 연구소 간의 인적 교환, 연구소
및 정부기관의 임무와 일치되는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제공, 혹은 부가
적인 기술이전 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4. 바이-돌법
가. 바이-돌법 제정 배경
1980년 이전까지, 연방정부 연구 보조금 및 계약 하에서 이루어진 모
든 발명에 대해서는, 비록 구체적인 정책이 정부기관 마다 다르기 하였지
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그 권리를 보유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 한가지 이유는 정부 소유 연구의 결
과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믿음
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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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부 자금에 의
한 대학 연구에 대한 더 이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
소유 발명에 대한 규칙 및 규정 그리고 통일된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연
구를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종종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돌법(PL 96-517)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자금지
원의 결과인 기술의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통일된 연방 특허 정책을 개
발하고자 하는 의회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의 특허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 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논쟁이 있기는 하였지
만, 채택된 정책이 발명의 상용화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법률이 검토 중이었을 당시, 정부소유의 특허 중 오직 5%만이 사용되
고 있었다. 연방정부 자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정부기관이 계약자의 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만 허용해 온 관
행의 결과 중의 하나였다. 발명에 대한 권리, 적어도 전용실시권도 없이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는데 필요한 부가적인 R&D에 참여하고
자금을 대지는 않을 것이다. 연방정부자금의 R&D로 발생된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 비영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바이-돌법
은 협력 작업 및 그 결과의 상업적 적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된 로열티는 학계에는 더 많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노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
대한 대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바이-돌법을 제정하면서, 의회는 계약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사
업화를 장려하고, 이는 경제의 특수 분야에서 혁신을 육성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였다. 법률에 명시된 대로, “연방정부지원의 연구
개발로부터 발생된 발명의 유용화를 증진하고, 상업적 관심사 및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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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비영리기관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미국 산업 및 노동력에 의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사업화하고 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함을 증진
하고, 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원 발명에 대한 충분한 권
리를 정부가 획득하여 발명의 비사용 혹은 부당한 사용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보장하도록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정책이며 목적
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이-돌법은 연방정부와 관련된 2개
분야의 지식재산권, 즉 연방정부 R&D 자금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
리와 정부소유 특허에 대한 라이센싱을 다루고 있다.

나. 바이-돌법의 전개 과정
1980년에 제정된 바이-돌법은 몇 년을 거쳐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① 1980년의 바이-돌법 (Bayh-Dole Act : 35 USC Chapter 18 §§20
0∼212), ② 1983년 2월 18일 “특허 정책에 관한 대통령 전달 사항
(President‘s Patent Policy Memorandum)”, ③ 1984년 바이-돌 법 개정,(
1984년 상표권 명확화법, Trademark Clarification Act of 1984 (PL
98-620) ④ 1987년 4월 10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대통령령) 제
12591호, ⑤ 1987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규정(37 CFR
Part 401)이 그것이다.98)

98) GAO, "Technology Transfer : Reporting Requirements for Federally Sponsored
Inventions Need Revision",
(http://ott.od.nih.gov/NewPages/RCED99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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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의 바이-돌법 (Bayh-Dole Act : 35 USC 1899) §§200∼212)은
연방정부 지원 연구 및 개발 협약의 결과로 발생된 발명에 대한 통일된
특허 정책을 설립하였다. 동 법은 중소기업, 대학 그리고 다른 비영리 기
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들이 특정 요건(certain requirements)을 준수
한다면, 발명에 대한 권리 및 그 수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동 발명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배타적이고(통상실시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비양도적), 취소불가능하고, 이미 지불된(실시료 무료)의
실시권(nonexclusive, nontransferable, irrevocable, paid-up(royalty-free)
licenses)을 보유할 수 있다.100)
바이-돌법은 일반적으로 5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로 정의되는
대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1983년 2월 18일, 레이건 대통령
은 바이-돌법의 특허 정책을 연방정부 지원하의 연구개발 계약, 보조금,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협력 협약의 수행 결과인 모든 발명으로
확대하라는 특허 정책에 관한 대통령 전달 사항(President‘s Patent Policy
Memorandum)”을 행정부처에 내렸다. 이는 1984년에 특허법을 개정한 상
표법명확화법(Trademark Clarification Act, PL 98-620)에 의하여 구체적으
로 대기업에게도 정부 지원 R&D로부터 파생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을 부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당시 상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게
라이센싱을 부여하는 기한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화 이전에 보통 장기적
개발 기간과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의약품과 같은 기술에 있어서 특히 중
요하다고 하였다.
1984년, 의회는 바이-돌법을 개정하여, 정부 소유 연구소를 운영하는
계약자를

법률

내에

포함시켰다(1984년

상표권명확화법,

Trademark

99) 35 USC Chapter 18 : 연방 정부 지원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 (Patent Rights
in Inventions Made with Federal Assistance)
100) 35 USC 18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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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fication Act of 1984 (PL 98-620)). 1984년의 개정 특허법에는 바이-돌
법이 행정 부처가 “특허정책에 관한 대통령 전달사항”에서 제공된 대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그러나 이
러한

권리를

얻게

되는

기관은

바이-돌법의

특정요건(certain

requirements)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정부소
유․계약자운영(GOCO) 연구소에서 특허에 대한 실시권 부여에 관하여
연구소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약자들이 R&D에서의 사
용, 혹은 교육 목적으로 특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기에 관계없이 사기업이 전용실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또한 대학 및 비영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제한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7년 4월 10일, (레이건)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 부처가

1983년 ‘대통령 전달사항’에 따라 사업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
령(Executive Order : 대통령령) 제12591호를 내렸다. 그리고 바이-돌법은
1987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규정(37 CFR Part 401101))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동 법과 행정명령 제12591호에서 명시
된 특허권 정책은 연방획득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102)
의 part 27 및 52(48 CFR Part 27 & 52)103)에서 구체화되었다. 동 규정은
101) CFR 제37편 (Title 37) : 특허, 상표 및 저작권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37 CFR Part 401 : 정부 보조금, 계약, 및 협동 협약 하에서 비영리기관 및 중소기업
이 이룬 발명에 대한 권리 (Rights to Invention Made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mall Business Firms under Government Grants, Contrac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102)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OFPP:
연방 조달 정책국)의 시행규칙. OFPP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획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의 법정부서(statutory office).
103)
System)

CFR

제48편(Title

48)

연방획득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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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

다. 바이-돌법의 내용
(1) 연방정부 자금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
대학을 포함한 각 비영리 기관 혹은 중소기업에게 연방정부가 자금지
원한 R&D 결과로서 이루어진 모든 “대상 발명(subject matter)"104)에 대
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주어진다. 즉,
정부에게 미국을 위하여 혹은 미국을 대신하여 대상 발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대상발명에 대한 통상적, 비양도적, 취소할 수 없는, 로열티 무료의
실시권을 부여하는 한,105) 연방자금 지원 R&D 프로그램의 계약자 혹은
보조금 수혜자는 전세계를 통하여 대상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
다.106) 때때로, 기업은 발명이 정부에 대한 실시권 대상이 될 경우에, 보
조금을 지급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USC §1498 하에서 모든 미국 특허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에 실시권을 부여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모든 대상 발명에
대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 혹은 배제가 동 규정의 정
책 및 목적을 더 잘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기관이 결정했을 경

48 CFR Part 27 : 특허, 데이터 그리고 저작권 (Patents, Data, and Copyrights)
48 CFR 52 : 청원 규정 및 계약 조항 (Solicitation Provisions and Contract Clauses)
104) 바이-돌법에 정의되어 있는 보고 가능한 발명 혹은 “대상 발명(subject
invention)”은 연방정부자금지원으로 착상하거나 혹은 최초로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된 모
든 발명을 말한다. 35 USC 18 §201(e), 37 CFR 401.14(a)(2)
105) 35 USC 18 §201(c)(4)
106) 37 CFR 401.14(e) :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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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권리를 정부가 확보하는
데, 이는 앞에서 말한 연방자금 지원에 의한 발명특허에 대해서 정부는
비배타적이고(통상실시권), 양도불가능하며, 취소불가능하며, 무료의(로열
티 지불된) 라이센스를 보유하며, 전세계에 걸쳐 미국을 위하여 혹은 미
국을 대신하여 모든 대상발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정부는 정부기
관이 계약자로 하여금 (권리를 소유하고 있던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건
간에) 비배타적인, 부분적으로 배타적인 혹은 배타적인 라이센스를 정당
한 보상을 치르고 모든 사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신청인에게 부여하도록,
혹은 특정 상황하에서 라이센스 자체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
입권(march-in)"을 보유한다. 개입권을 발동시키는데 필요한 특별한 상황
은 계약자가 동의한 기한 내에 사업화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자가 충족시키지 못한 보건 및 안전의 필요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특허 출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중에게 정보의 공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특허상
표청이 특허가 부여되기 전까지 특허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가적인 법률을 보충하는 것이다. 동 법률 하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에 의한 라이센싱은 미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
업으로 한정된다.
한편, 연방정부 자금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서 수혜기관은 권리만
부여받을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 발명자가 해당 기관에 최초로 보고를 하고 난 2개월 이내에 자금지
원 연방정부기관에게 발명사실을 밝혀야 한다.107)
107) 35 USC 18 §202(c)(1), 37 CFR 401.1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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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연방정부기관에게 공개를 하고 난 2년 이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선택해야 한다. 즉, 만일 계약자나 보조금 수혜자가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발표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연방정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
다. 또한 보조금 수혜자/계약자 기관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하기
를 원치 않을 때는, 이를 해당 연방정부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중
에게 공개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 공개 후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0일전에 해당 연방정부기관에게 통지해야만 한다.108)
- 권리의 선택 혹은 대중 공개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진 후 1년 이
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109) 이때, 특허 출원을 함에 있어서 계
약자나 보조금 수혜기관은 반드시 정부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밝히
는 진술을 덧붙여야만 한다.110) 즉, 대상 발명을 포함하는 미국 특허
출원서의 명세서 내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등록된 모든 특허에 “동
발명은 [연방정부기관]이 수여한 [보조금 혹은 계약 번호]하의 미 정
부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미 정부는 동 발명에 대한 특정 권리를 가
지고 있다.”라는 연방지원성명(Federal support Statement)을 포함하
고 있어야 한다.111)
- 권리를 선택한 후 후속적으로 매년 상용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

108) 35 USC 18 §201(c)(2), 37 CFR 401.14(c)(2)
109) 35 USC 18 §201(c)(3), 37 CFR 401.14(c)(3)
110) 35 USC 18 §202(c)(6)
111) 37 CFR 401.14(f)(4)
그 실례로서 2002년 7월 2일에 등록된 미국 특허(번호 US 6,415,171 B1)의 경우, 다음
과 같이 동 특허에 대한 정부의 이해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This invention was made
with Government support under control number 70NANB5H1088 awarded by the NIST
Advanced Technology Program(ATP). The Government has certain rights in th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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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계약자, 혹은 실시권자 혹은 양수인이 대상 발명에 대한 다
음과 같은 이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근의 발
전단계, 처음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짜, 총 로열티 및 그
외의 수입, 라이센스 수(중소기업, 독점실시권, 통상실시권, 국내의
제조 포기), 발명으로부터 개발된 모든 제품의 총 판매액도 포함한
다.112)

(2) 정부소유 발명의 라이센싱
바이-돌법은 또한 과거 정부기관의 관행으로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 정부가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발명에 대한 라이센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35 USC 209). 동 법률은 연방 정부 부서가 특정 조건하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권리에 대하여 통상 혹은 전용 혹은 부분적 전용실시
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만약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정부가 공공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필요
로 한다면 라이센스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 기관
은 라이센싱할 수 있는 특허가 있음을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
다. 원래, 그러한 통지는 연방등기부(Federal Register)에 공개되어야 하며,
만약 기업이 라이센싱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연구소는 이에 대해서 통지
하고 이의신청을 위한 60일간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기
술이전사업화법(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of 2000, PL

106-404)은 이러한 관행을 개정하여 동 절차와 관련된 기간을 단축시켰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폭넓게 통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지고, 사업
화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처한 시간적 제약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112) 37 CFR 401.14(h) : 대상발명의 이용에 대한 보고 (Reporting on Utilization of
Subject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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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는 라이센스 부여하기 전에 15일 동안 제공되면 된다. 라이센스를 제
공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라이센스를 받은 당사
자는 발명을 구체화하는 모든 제품 혹은 발명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될 것임을 동의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법률의 효과
가. 기술이전 법률의 평가
바이-돌법과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명
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연방 R&D 사업에 있어서는 그 근원
을 같이 하고 있다. 바이-돌법은 주로 연방 자금 지원의 연구개발의 결과
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처분을 다루고 있으며, 정부 소유 특허의 라이
센싱을 설명하고 있다.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은 직접적인 연방 자금이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연방 연구소와 외부 협력 당사자간의 협력 작업으로 발
생한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달라 보이더
라도, 양 법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러한 노력
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새로운 제품, 공정 그리고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
은 과정이 고용 창출, 생산력 향상, 건강 증진, 인구의 복지라는 형태로
경제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의 심오한
변화는 의약품, 반도체,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연방 자금 R&D의 개선으
로 이루어진다.
지난 20년 동안 의회가 취해온 입법안은 자사의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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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통제하지 않는 기업이 관련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는데 필요한
관련 R&D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염려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바이
-돌법과 스티븐슨-와이들러 법 하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에 대한 보
상으로 특허 소유권이 제공되고 있다. 보건, 복지 및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가망성은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혜택이 정부에
있어서 기술의 초기 비용, 혹은 연방 정부 부서 및 기관을 다룸에 있어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불공정한 이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연방정부와 주요 연구 대학들은 바이-돌법의 특허 조항이 학계와 산업
계간의 협력과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예로서,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전 소장이었던 Bernadine Healy 박사는 바이-돌법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개발과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13) 20
년전에는 유치산업이었던 생명공학이 이제는 국가의 기술 진보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정부, 산업계 그리고 학계 사이의 협력적 노력의 확
대와 바이-돌법에 의해서 제공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R&D와 혁신이 수행되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스티븐슨-와이
들러법과 바이-돌법의 효과도 변경될지 모른다. 동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과 기회가 예상된다. 이에 연방정부와 사적 분야간의 협력적 연구개발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있다.
113) "R&D Partnersh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 Implications for US Policy",
98-862, CRS Report for Congress, Wendy H. Schacht, Specialist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 2000년 12월 6일
http://www.ncseonline.org/nle/crsreports/science/st-19.cfm?&CFID=9452212&CFTOK
EN=138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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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협력적 R&D와의 상호관계는 순환적이며 복잡하다. 연방정부 자금
의 R&D 결과인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은 협력적 벤처를 촉진하였으
며, 동시에 증가된 공동 활동은 특허 소유권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협력
적 노력의 수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문제와 기회가 도출되었다. 소
유권적 기술 혜택이 사업 전략에 주요 열쇠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지원의
연구개발에 의해서 발생된 특허의 확산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즉,
정부-기업간 벤처하에서 개발된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경쟁적 주장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처분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CRADA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약 회사들이 일부 정부자금으로 혹
은 연방 정부기관과의 협동으로 개발된 약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
는 권리에 대해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한편, 각 연방정부기관은 기관의 자금지원으로 개발된 발명의 정보에
대한 각각의 저장소를 유지하고 감시하는 책임이 있다. 연방정부기관은
정기적으로 보조금 수혜자 및 계약자들이 바이-돌 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회계
감사원(GAO)은 연방정부기관이 정부자금지원 발명의 관리에서 얼마나 효
과적으로 보조금 수혜자와 계약자들을 감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114)

114) 1980년 바이-돌법에 의하면 GAO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1
년 개정되어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의한 보고서로는 “Technology
Transfer: Administration of the Bayh-Dole Act by Research Universities”, GAO/RCED
98-126 (1998년 5월)과 “Intellectual Property: Federal Agency Efforts in Transferring and
Reporting New Technology”, GAO-03-47 (2002년 10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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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이전법률의 효과
기술이전 정책은 기술 자금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괘를 같이 하여 진화
되어 왔다. 기술 정책은 기술이전 정책과 맞물려 있다. 1980년대에 미국에
서 기술이전 관련 법률이 생성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1980년대와 1990
년대의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
의 기술이전이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이전 법률은 기술

이전 결과 및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를 구
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115)
- 연구자의 역할 : 연구자는 더 많은 프로토타이프와 샘플을 생산해 냈
다.
- 대학 참여 : 대학의 역할이 좀 더 제도화되었다.
- 지식재산권 : 연구소의 특허건수가 증가되었다.
- 기술이전 메커니즘 : 연구자들이 라이센싱 로열티에 관하여 점차 강
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 사용자 그룹 : 중소기업의 참여가 증가되었다. 이전 과정이 기술 제
공(technology push)에서 시장 공급(market pull)으로 옮겨갔다. 사용
자는 넓은 그룹에서 목표 시장으로 좁혀졌다.
- 사용자 혜택 / 시장 효과 / 결과 : 제품의 수가 증가하였다. 국제 활
동을 포함한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다. 파급효과 창업기업의 수와 고
용수가 증가하였다. 기업 및 제품 실패율이 감소하였다.
- 경과 시간 : 시장 진출까지의 시간이 줄어들었다.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1980년대 기술이전 관련 법률의 정비 이후 1990
년대에는 연구소 그리고 기업의 특허 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허에 대한 관

115) Sally A. Rood, Government Laboratory Technology Transfer : Process and Impact,
Aldershot, Burlington USA, Ashgate, 2000년,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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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증가는 법률에 의하여 연구자와 연구소에 제공되는 동기부여가 개선
된 결과인 듯 하다. 그러나 연구소에서의 특허건수의 증가는 특허 비용과
시장 분석 및 기술 평가에 기초하여 증가된 로열티 수입에 대한 잠재성으
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선별적인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하이테크
관련 기업은 전략적으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R&D

파트너쉽이

산업계에

미치는

혜택은

분명하다.

PricewaterhouseCoopers사의 조사로는 대학과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 기
업의 생산률이 동료 기업들 보다 거의 2/3배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
다.116) 의약 산업에서, 신약품의 1/4 이상이 시의적절한 사업화를 위해서
학계의 연구에 의존하였다. 기업 외부의 기관에서 수행된 연구가 사적 분
야의 업무와 연관이 있고 종종 통합되기도 한다. 1987-1988년과 1993-1994
년 동안 미국 기업에게 부여된 특허에서 인용된 논문 중에서, 73%가 학
계, 정부 그리고 다른 공공 시설에서 쓰여진 “공공 과학”이다. Francis
Narin과 그의 동료가 국립과학재단(NSF)에 쓴 보고서에는 공공 과학이
대기업 및 소기업들 사이에서 모든 과학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통틀어 미
국 산업을 지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 기술 진보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둥이라고 표현하였다.117)
한편, 대학은 학계 내에서 발생된 발명의 라이센싱을 통하여 사적 분

116) "R&D Partnersh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 Implications for US Policy",
98-862, CRS Report for Congress, Wendy H. Schacht, Specialist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 2000년 12월 6일
http://www.ncseonline.org/nle/crsreports/science/st-19.cfm?&CFID=9452212&CFTOK
EN=13851449
117) "R&D Partnersh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 Implications for US Policy",
98-862, CRS Report for Congress, Wendy H. Schacht, Specialist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s, Science, and Industry Division, 2000년 12월 6일
http://www.ncseonline.org/nle/crsreports/science/st-19.cfm?&CFID=9452212&CFTOK
EN=138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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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 연구의 19%가 산업 파트너쉽의
노력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대학 발명 공개는 29%, 특허 출원은 53%, 실행된 라이센스와 옵션은 66%
가 증가하였다. 대학기술관리자연합(AUTM: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의 분석에 의하면, 1998년 학계의 연구에 대한 사
업화로 인하여 경제 활동에서 335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280,000건의 고용
창출을 발생시켰고, 364개의 새로운 기업이 생성되었다. 특히 1998년 한해
에만, 대학은 3,668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808건의 특허 출
원을 하였고, 3,224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이 수치는 1975년과 1984년
사이 10년 동안 대학의 총 특허출원건수(4,105건)와 특허등록건수(2,944건)
보다 많은 것이다.

<표 5> 미국 대학 및 비영리연구기관의 특허관련 활동 (1991-200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발명공개 6,337 7,345 8,581 8,743 9,789 10,178 11,303 11,784 12,324 13,032 13,569
미국특허
1,643 1,951 2,433 2,429 2,872 3,261 4,267 4,808 5,545 6,375 6,812
출원
미국
특허
등록

-

-

1,603 1,874 1,833 2,095 2,645 3,224 3,661 3,764 3,721

- 자료원 : AUTM 2001년 Survery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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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국 대학 및 비영리연구기관의 라이센스 관련 활동 (1991-200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라이센스
1,278 1,741 2,227 2,484 2,616 2,741 3,328 3,668 3,914 4,362 4,058
계약건수
라이센스
186
수입
($ M)

248

323

360

424

514

611

725

862 1,263 1,071

- 자료원 : AUTM 2001년 Survery Summary, 9면, 12면에서 발췌 정리.

<표 7> 미국 대학 및 비영리연구기관의 창업활동 (1980-2001년)
1980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802001

1,169

241

223

248

333

364

344

454

494

3,870

- 출처 : AUTM 2001년 Survery Summary, 14면.

이렇게 미국의 경제 및 보건에 혜택을 가져다 준 기술이전의 성공은
1980년의 바이-돌법의 직접적인 효과이다. 바이-돌 법 이전에는 미국 대학
은 매년 250건 이하의 특허 등록을 기록하였고, 발견은 거의 대중의 이익
을 위해서는 사업화되지도 않았다. 1980년에 약 25-30개의 대학이 발명의
특허 및 라이센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제도적 개입에
서 이러한 수치는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118) 1991년부터 1995년

118) COGR (Council on Governmental Relations), “The Bayh-Dole Act, A Guide to

- 106 -

제2절 기술혁신과 지재권 관련 법률

까지 미국 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120%, 라이센싱에 있어서는 68%가 증가
하였다.119) 따라서 바이-돌법은 미국 특허 출원 및 건수의 증가, 새로운
기업의 창설(창업기업의 증가), 매년 경제활동의 증가 및 고용창출, 새로
운 제품의 시장 진출, 대학으로부터 라이센스된 기술은 새로운 산업 전체
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력 및 경쟁력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요약하면, 바이돌법과 그 후속적 개정법은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에 협력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3방향 파트너쉽의 성공을 대변120)하는 것
이다.
바이-돌법은 학계의 연구를 더 큰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는데 큰 성공
을 거두었고,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지원의 연구결과의 기술이전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고, 따라서 상당한 부의 이전에 대한 기회를 제공
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가 혁신 제도에 있어서 바이-돌법
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특허 소유권을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
발명가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바이-돌법 이후
기업들이 대학의 IP 담당 관료기구들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여러 어려
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바이-돌법은 여전히 강력한 도구
이지만,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변질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돌법에 대한 이해관계 및 효과에 대
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1)
the Law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1999년, 9면.
119) "Licensing Survey FY 1991 - FY 1995, Executive Summary",
(http://www.autm.net/pubs/sruvey/autmsum2.html)
120) COGR (Council on Governmental Relations), supra note[118], 7면.
121) Steven W. Popper, "Priorities for Federal Innovation Reform: An Overview of
Issues", 1999년, 21-22면.
(http://www.rand.org/publications/DRU/DRU2237/innovation_summ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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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USPTO의 21세기 특허 행정
1. USPTO 행정의 개괄
200년이 넘도록,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주요 목적은 미국 내에서
특허와 상표법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특허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은 미국
헌법 Article 1, Section 8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발명가의 각각의 발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한적인 기간 동안 보장함
으로써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제도하에서, 미
국의 산업이 번창하여 왔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발명되어 시장에 나왔
을 때 수 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는 고용 창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특허를 통하여, USPTO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과 투자
및 공개의 동기부여를 제고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특허 정
보를 유포함으로써, USPTO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122)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USPTO의 특허행정은 21세기 시장 지향적
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원하면서 품질 중심, 높은 생산력, (고객의 요구
* 동 자료는 1999년 11월 30일-12월 1일, 2일동안 NSTC의 후원으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rvin Center에서 열린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 Summit on Innovation : Federal Policy for the New Millennium",을 위하여
OSTP의 요청으로 RAND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준비한 토론 자료(draft review)이다.
(http://www.ostp.gov/html/rand/summit/)
122) USPTO, 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Annual Report, 2002년, 4면.
http://www.uspto.gov/web/offices/com/advisory/acrobat/ppacannual12-0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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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하는 기구를 창조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비전을
두고 있다. 따라서 USPTO의 임무는 지식재산권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가적 정신을 조장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USPTO가 제공하는 주요 서
비스는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처리하고, 특허 및 상표 정보를 유포하는 것
이다. 특허 등록을 통하여, USPTO는 발명과 투자의 동기부여를 제공함으
로써 기술 진보를 조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세계에 공개한다. 상표 등록
을 통하여, USPTO는 기업들이 투자를 보호하고, 질적 상품 및 서비스를
증진하고, 시장에서의 혼동과 기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지원
한다. 특허 및 상표 정보를 유포하면서, USPTO는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공유를 촉진한
다.123)

2. 21세기 전략계획
가. 배경 및 진행상황
2002년 6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1세기 시장 위주 지식재
산권제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심사의 질적 향상, 신속한 심사 처리, 고객
만족의 기관으로 거듭남을 목표로 한 야심찬 “21세기 전략계획(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21세기 전략계획의 배경은
현재 USPTO가 직면한 특허심사적체 현상이 결국에는 특허의 효용성에
123) USPTO, 2002년 실적 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9면.
http://www.uspto.gov/web/offices/com/annual/2002/1-58.pdf

- 109 -

제4장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즉, 현재 USPTO에서는 400,000건의 특허출원 심사가 적체되어 있고,
특허 출원 1건당 평균 심사처리기간(pendency: 특허 출원부터 특허 등록
까지 걸리는 시간)도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속도로는 10년 이
내에 심사적체기간이 3-4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몇몇 중요한 기
술분야에 있어서는 동 기간이 6년으로까지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마저 미국 내에서는 돌고 있다.124) USPTO의 현재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약 24개월이며 이러한 속도로 가면 2008년에는 약 42개월로 증가될 것이
라는 우려가 있다.125)

<표 8> USPTO의 예상 심사처리기간
연도
처리기
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7.7

30.1

31.1

33.8

37.4

41.9

출처: USPTO, P-PAC 2002년 보고서, 9면.

특허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는 18개월로 남아있기는 하지
만, 특허 심사 품질과 특허 전자 정부 실현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가까운 장래에는 달성되지 않을 것 같다. 하
지만, USPTO는 가출원이 아닌 최초의 미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 첫 심사
관 의견서 제출 기간으로 평균 18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4) Jenna Greene, "Changes at the PTO", Legal Times, 2002년 11월 7일.
125) USPTO, supra note[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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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심사관 의견서 제출 기간(first action pendency)은 출원일로부터 발
명의 특허성에 대한 심사관의 최초 (결정 혹은 거절) 의견서 제출일까지
의 평균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기간에 대한 2002년도의 목표는 평균 14.7
개월이었으나, 새로운 특허 심사관 채용의 지연으로 인하여 심사관의 최
초 결정 기간이 2달 정도 더 걸린 16.7개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126)

<표 9> 심사관의 최초 의견서 제출(first action) 기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목표

-

14.2

13.9

14.7

실적

13.8

13.6

14.4

16.7

출처 : USPTO 2002년 실적 보고서, 21면. (USPTO 자료원 : 특허출원 상황
및 감시 제도(PALM : Patent Application Location and Monitoring System))

이에 비해 총 특허심사처리기간(total pendency)은 출원일부터 등록일
혹은 출원 포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다음은 2002년도 목표와 실
제 실적을 나타낸 표이다.

126) USPTO 2002년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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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총 특허심사처리기간(total pendency)

출처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목표

23.3

26.2

26.2

26.5

실적

25.0

25.0

24.7

24.0

USPTO, 2002년 실적 보고서, 21면. (USPTO 자료원 : PALM system)

만약 4∼6년만에 특허가 등록된다면, 이는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출
원인들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출원 자체가 점차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게 됨으로써,
특허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드러나고 있다. 특허 및 상표 등록의 신뢰성
에 대한 의문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법원에 가서 무효로 판명될 가능성
이 큰 특허와 상표가 등록되면, 이로 인해 보호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
업화하려는 권리자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
실 권리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자의 경쟁자가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어렵
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에 대한 미국 내의 격해진 의견과 더불어, 미
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도 2002년 회계연도 보
고서에서 USPTO 운영의 주요 요소-업무량 관리, 특허의 질적 심사, 특허
및 상표 심사처리 기간, 심사관 적체 및 생산성 향상의 실패, 심사관 교육
개선 필요, 전자정부(e-Government)에 투자 필요 등-에 대한 USPTO의 과
거 실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127)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127) USPTO, “전략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Answers to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Strategic Plan"
(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fa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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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5개년 전략계획을 작성하라는 미 의회의 지시에 따라, Rogan 특허
상표청장은 새로운 전략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내 모든 부서에서 고위
급 관료들로 구성된 업무추진팀을 창설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물이 바로 21세기 전략계획이다.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의 주요 목표는 (1) 특허 및 상표 심사 품질
을 향상시키고, (2) 21세기 경제에 맞는 업무량을 다루기 위한 전자정부
(e-Government)를 의욕적으로 이행시키며, (3) 특허 및 상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전략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법률 변
경을 전제로, ① 2003년 심사의 품질 보장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특허 및
상표 심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② 특허 출원서 제출 후 최초의견서(first
action) 발송까지의 평균 시간을 2008년까지 5.8개월로 단축하며, ③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심사처리기간을 2008년까지 18개월로 목표 달성하고 유
지하며, ④ 상표는 2003년 10월 1일, 특허는 2004년 10월까지 전자정부
(e-Government)를 이행함으로써 출원의 처리기간을 가속화하고, ⑤ 매년
950명의 특허 심사관을 충원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250명 선으
로 줄이고 따라서 2008년까지 당초 계획 보다 2500명을 감축하며, ⑥ 소
스 분류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⑦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
고 특허청간 업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쌍무간 및 다자간 회의를 확대하
는 것128)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21세기 전략계획에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특허의 품질, 특허의
(심사)처리기간, USPTO의 운영의 자동화로서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
해서 USPTO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았는데, 심사청구제도의 도입, 징
벌적 수수료,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실행안은 수수
료 인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 단체들은 이에 대
128) USPTO,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 2002년 6월 3일.
(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21stCSP_E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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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미국지식재산권법
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AIPLA), 지식재
산권자협회(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 IPO), 미국 변
호사 협회의 지식재산권 분과(the American Bar Association
of

Intellectual

Industry

Property

Organization

Law),
:

s Section

생명공학산업기구(the

Biotechnology

국제상표권협회(the

International

BIO),

Trademark Association), 특허 및 상표 자문위원회(the 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and the 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
e)129)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계획은 2002년 7월에는 하원 법사위원
회 법원,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치고 기타 여러 경로
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2002년 6월에 발표된 21세기 전략계획에 대
해 지적된 문제점은 크게 출원인에 의한 조사보고서의 아웃소싱과 강제적
정보공개진술서의 제출, 심사청구 연기로 인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그리고
징벌적 수수료와 수수료 전용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USPTO는
2003년 4월 3일 수정 계획을 내놓았다.
다음은 21세기 전략계획의 원계획과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응, 그
리고 이에 따른 수정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129) 특허 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 P-PAC)는 특허에 관하여
USPTO에 정책, 목표, 실적, 예산 및 사용자 수수료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에 설립되었다. P-PAC는 상무부 장관이 임명한 9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과 3명의 투표
권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USPTO에 조언을 하고
USPTO의 다양한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 투표권이 없는 위원은 USPTO가 인정한
각 노동 단체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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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청구제도의 도입
(1) 2003년 6월 계획
21세기 전략계획의 수수료 인상안으로 USPTO는 15억2천7백만 달러
($1,527 million) -이 중 특허 수수료에서는 13억5천8백만 달러($1,358
million)를, 상표 수수료에 있어서는 1억6천9백만 달러($169 million)-를 거
둬들일 계획이었다. 즉, USPTO가 제안한 수수료 개정안은 특허 출원 수
수료를 2배 이상(최고 70%)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로서 출원인들
은 특허출원 1건에 대해서 7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해
당 출원에 대한 심사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6월에 발표된
21세기 전략계획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체계 계획에 의하면, 출원인은
300달러의 출원료와 1,250달러의 별도의 심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현
재 출원 및 심사 비용보다 810달러나 많은 것으로, USPTO가 유럽 특허
청 및 일본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사청구” 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것이었다.130)
동 제도하에서, 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
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출원인에게 자신들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가치를 평가할 시간을 좀 더 주
는 것이며, 동 시점에서 심사료를 지불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제공된 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USPTO는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큰 잠재력을 지닌 출원을 심사하게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사에 대한 별개의 청구(그리고 별개의 심사료
지불)를 함으로써 전체 출원 중에서 심사 전 단계에서의 중도포기
(dropout) 비율이 10% 정도 될 것으로 USPTO는 예상하고 있으며,131) 이
130) USPTO, supra note[127].
1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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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원인이 심사를 연기하기로 선택했다가 심사 전에 출원을 취하하게
되기 때문에 USPTO 심사관들이 매년 수 천 건의 출원을 심사하지 않아
도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반응
21세기 전략 계획은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시기에 심사청구를 최대 18개
월간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의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고 있다. 즉, 출원인으로 하여금 심사 시작 시기를 최고 18개월
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출원
을 중도에 포기하여, USPTO에서 필요없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희
망에서 제안되었지만, 미국 내 지재권 관련 이익단체들은 그러한 심사의
연기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사보고서도 없이 출원의 공개로 이어질 것으
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출원이 궁극적으로 특허로 등록될 것인가
그리고 그 권리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담을 대중에게 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지연된 심사제도가 특허출원인에게 상업
적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을 줄지는 모르지만, 일반국민이 출원
중인 발명의 정확한 범위를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특허제도
의 목적인 특허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
라서 IP 단체들은 USPTO가 제안한 18개월의 심사청구 제도를 반대하였
다.
또한 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출원인이 심사청구 이전에 18개월동안 출
원 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약 10%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심사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심사 건수로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 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 P-PAC)는 이러한 10%의 심사청구 포기율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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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USPTO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특허출원의 심사를 연기하지 않고 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하
되, 출원비용과 심사청구비용을 개별적으로 따로 내도록 하는 방안도 있
다. 여기에서도 역시 P-PAC는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질적 향상이 실질
적으로 성취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허 심사 제도에 대한 급진적
인 변화에 대해서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132)

(3) 2003년 수정계획
2003년 2월 개정안에서의 출원료 300달러, 조사료 200달러, 심사료 500
달러로, 특허출원시 300달러의 출원료를 내고 나중에 1,250달러의 심사료
를 내야하는 2002년 개정안과는 달리 출원시에 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1,000달러)를 함께 내고 출원의 신속한 포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수정된 계획은 출원인이 조사 보고서 제출 혹은
심사 이전에 출원을 포기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적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행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
안은 심사 연기로 기대되는 많은 혜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132) USPTO, supra note[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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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미국 특허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비교 (1) (단위:달러)
구

기
본
요
금

분

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출원시 지불 소계
등록료
제1회(3년 6개월) 유지료
제2회(7년 6개월) 유지료
제3회(11년 6개월) 유지료
총계(출원,등록,유지)
(조기공개료 $ 300포함)

현행
(2003년 1월)
750
750
1,300
890
2,050
3,150
8,140
(8,440)

2002년
개정안
300
1,250
300
1,660
900
3,000
5,000
12,110
(12,410)

2003년 2월
개정안
300
500
200
1,000*
1,400
900
2,300
3,800
9,400
(9,700)

* 신속한 포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불가능
- 자료원 : USPTO, Fee Proposal Comparison Chart에서 발췌 정리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1/feeproposalcomparison.htm)

다. 징벌적 수수료
(1) 2002년 6월 계획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은 또한 특허 권리청구범위가 많은 출원에
대한 출원료를 상당히 인상하려고 하였다. 현재의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출원인은 청구범위가 20개항이 넘을 때 각 항마다 18달러(개인 및 중소기
업은 9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USPTO의 새로운 수수료 계획은 청구범
위가 20개 항 초과시 각 항 당 80달러, 35항 초과시 각 항 당 640달러까
지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때, 40항 이상의 청구범위를 가진 출원에 대
한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징벌적 수수료
(punitive fees)라고 한다. 즉, 이는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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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punitive)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133) 출원인이 1개의 큰 출원을 20개 항
이하의 작은 출원으로 나누는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질 높고 시의 적절한
특허를 제공하려는 특허청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자제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반응
IP 단체들은 기존 출원 혹은 특허의 청구항과 특허적으로 식별력이 없
는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뿐만 아니라 계속 출원, 일부 계속 출원,
분할 출원에 대한 초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발명을 완
전히 보호하려는 출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USPTO가
방지하려고 하는 남용적 관행을 정당하게 다루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게다가, 제안된 징벌적 제도하에서는 수천 달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출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 PTO 청장이자 현재 미국지식재
산권법협회(AIPLA)의 Michael Kirk 이사는 주장하였으며, 또한 몇몇 산업
에 있어서는, 장문의 출원이 필요불가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생명공학산업협회(BIO: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는 수천
은 아니지만, 수백 면의 핵산 혹은 아미노산 서열을 묘사해야만 하는 특
허 출원을 해야만 할 때가 종종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사한 경우가 컴퓨
터 소프트웨어 출원에서도 발생하는데, 발명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한다면,
복수의 청구항이 진정 필요하다는 것이다.134)

133) Jenna Greene, supra note[124].
134) Jenna Greene, supra note[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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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 수정계획
2002년 6월의 21세기 전략계획에서는

과도한 청구항과 여러 면의 복

잡한 명세서에 대해서 징벌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
만 이는 과도한 청구항 및 여러 면의 복잡한 명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증가되는 처리비용에 비례하도록 하는 일직선 수수료 제도로 대
체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다.
<표 12> 미국 특허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비교 (2) (단위:달러)
구
분

부
가
요
금

현행
(2003년 1월)

독립항이 3개
이상인 경우

각 항당
84

총 청구항이
20개
이상인 경우

각 항당
18

2002년
개정안
제4항 : 160
제5항 : 320
제6항 : 640
6항 이상의 경우, 각
항당 직전 수수료의
125% 부과
21항-25항 : 80
26항-30항 : 160
31항-35항 : 320
36항-40항 : 640
40항 이상의 경우 5항
단위로 직전 수수료의
125% 부과

2003년 2월
개정안
각 항당
200

각 항당
50

- 자료원 : USPTO, Fee Proposal Comparison Chart에서 발췌 정리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1/feeproposalcomparison.htm)

라.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
(1) 2002년 6월 계획
USPTO의 새로운 수수료 체계 계획에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 심사관들의 업무의 많은 부분인 선행기술의 조사를 아웃소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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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USPTO가 선행 기술 혹은 발명의 신규성을 증명 혹은 박탈할
수 있는 문헌의 조사를 사적 기관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이는 심사관의
업무량을 줄이고, 출원된 발명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의 청구
범위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이다.135)
USPTO는 또한 가능하다면, 자격 있는 외국 특허청이 수행한 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협력조약(PCT) 하에서 제출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의존할
계획이다.
제안된 조치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
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할인해 줄 것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
다.136) 다시 말하면, 미국 수수료 개정안은 현 수수료 체계와 비교하여 특
허행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에 요금을 증액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출원된
발명과 거의 동일한 발명이 기존문헌에서 발견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기로 한 것은,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하는 효과를 목
표로 한 것이다.

(2) 반응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는 심사관 노조로부
터 나왔다. 특허심사관들의 조합인 POPA(The Patent Office Professional
Association)는 조사과정과 심사과정의 분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
내고 있다. 즉, POPA는 선행기술조사업무는 심사기능의 본질적인 부분이
며, 이 두 가지 과정을 분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
다.137) 다시 말하면, 심사관들은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분야
135) Brenda Sandburg, "Creativity Comes With Higher Price Tag", The Recorder,
2002년 7월 3일.
1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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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문가가 되었고, 외부의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비능률을 증가시
키고, 질의 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USPTO가 내부 직
원들의 질에 대해서 통제를 못한다면, 외부 조사기관들에 대한 질은 어떻
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아웃소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
다.138)
또한 21세기 전략계획에서는 미국 심사 과정에서 외국 특허청의 실질
심사 결과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즉, 외국 특허청의 실질 심사 결과에
거의 완전한 신뢰 및 신용을 부여하는 계획이다. 이에, IP 단체들은 주요
특허청들이 각각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사용하여 “업무 공유”를 해야 한
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동의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의 특허법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의존을 허용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POPA는 외국에서 한 조사가 미국에서 한 조
사만큼이나 잘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연구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는 특허요건이 나라마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결과는 미국의 특허요
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POPA 와 ABA는 유럽
특허청이 원칙적으로 조사기능과 심사기능이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두 기능을 통합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139)
한편, 출원인으로 하여금 사적공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최초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USPTO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행기술
137) "New Director Shaking Things Up at the USPTO", Connecticut Law Tribune,
2002년 9월 3일.
138) Jenna Greene, supra note[124].
139) Connecticut Law Tribune, supra note[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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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아웃소싱에 있어서, IP 단체들은 USPTO가 사적 조사기관이 제출
한 조사 결과의 적절성과 범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140)하는 좀 더 완화
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
한편, P-PAC는 PCT 출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의 아웃소싱과 같은 시
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운영해 보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은 외부의 조사 보고서가 USPTO에서 행한 조사와 동질의 표준
에 맞는지, 그리고 조사보고서의 아웃소싱이 실질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는 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즉, USPTO에서 조사와 심사
를 분리하는 새로운 운영을 착수하기 이전에, 품질 결과, 비밀성 유지 그
리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141)
21세기 전략 계획에서 조사 보고서의 아웃소싱은 또한 심사처리 기간
단축에 있어서 중요 요소로 제안되고 있다. P-PAC는 특허 출원의 조사
보고서를 제3자에게 아웃소싱한다고 하더라고, 출원인이 직접 조사 보고
서 기관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대신 USPTO의 특허 심
사에서 사용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외부의 조사 기관을 출원인이 아
닌 USPTO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조사 기관
에 대한 인증을 해 줌으로서, 특수 분야에서의 기술적 수행 능력이 검토
되어야 한다. 한편, 조사 보고서의 아웃소싱이 심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데이터가 P-PAC에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한다.
140) 미국지식재산권법학회(AIPLA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생
명공학산업기구 (BIO :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자협회 (IPO :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그리고 국제상표권협회 (INTA :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가 연방 기획예산처(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보낸 서신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 2002년 10
월 24일. (www.ipo.org/2002/IPissues/Strategic_Plan_Letter.htm
141) USPTO, supra note[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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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 수정계획
원 계획은 출원인들로 하여금 외부 상업적 조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보
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새로운 계획하에서는, 출원인이 아닌
USPTO가 외부 상업적 조사 기관이나 외국 특허청과의 조사 보고서 계약
을 맺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USPTO는 출원인이 출원시에 제출해야 하
는 위탁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외부 상업적 조사 기관과 계약을 맺을 것
이다.
<표 13> 미국 특허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비교 (3) (단위:달러)
구
부
가
요
금

분

현행
(2003년 1월)

2002년
개정안

2003년 2월
개정안

1060

1550

1000**

PCT 국내진입단계 수수료
(USPTO가
국제예비심사기관(IPEA)도
국제조사기관(ISA)이
아닌 경우)

** 선행기술 조사 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불가능
- 자료원 : USPTO, Fee Proposal Comparison Chart에서 발췌 정리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1/feeproposalcomparison.htm)

마. 강제적 정보공개진술서 제출
(1) 2002년 6월 계획142)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정보공개진술서 제출과 더
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USPTO는 오래 전부터 특허출원의 적절

142) http://www.uspto.gov/web/offices/com/strat2001/21stCSP_2c_Capabil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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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리와 결정된 특허의 유효성에 관련된 적절한 선행기술을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관련 선행기술을 밝혀내
는 것은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
이다. 그리하여 USPTO와 출원인은 특허출원서의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선행기술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출원인은 일반
적으로 자신의 발명에 관련된 가장 적절한 선행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위
치에 있다. 하지만, 현행의 37 CFR 1.56하의 정보공개 요건은 출원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USPTO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37 CFR 1.98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진술서(IDS)의 내
용은 단지 출원인들로 하여금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문헌에 대한 관
련성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적 정보공개진술서(mandatory IDS)의 제출에 대한 의무도
없으며, 그리고 정보공개진술서에 열거된 각 선행기술 정보 문헌(영어문
헌, 비영어문헌 모두)이 출원서의 청구항과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성 진술(relevancy statement)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미국의 경우, 심사관이 심사를 시작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원인이 비합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
의 심사관들이 검토해야 할 선행기술 정보를 제출했을 때 발생되는 “선행
기술조사 보고서의 홍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USPTO는 21세기 전
략계획에서 제안된 다른 계획들을 위한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규칙을 개
정함으로써 관련성 진술을 포함한 정보공개진술서를 강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는 몇 가지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기술조사수행 의무와 발명가, 변리사
혹은 대행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요청 의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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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USPTO는 오도(misleading)의 의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출원인이 수행한 조사, 제출한 조사 결과, 그리고 확인한 관련성 진술
이 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것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특허성 관련
실질적인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37 CFR 1.56하의 규칙을 개정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진술서 제출기간 및 내용을 담고 있는 37
CFR 1.97과 1.98을 개정하여 출원인들로 하여금 특허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도 있다. 즉, 이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강제적 정보
공개진술서(IDS)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청구항에 관련되는 선행기술에 대
한 관련성을 서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출원인은 선행기술에 대해서
특허가능성이 없는 그 어떤 청구항에 대해서는 보정하거나 혹은 취하할
수 있도록 요구될 것이다.

(2) 반응
미국 변호사협회 지재권 분과(ABA/IP Law Section)는 출원인들로 하
여금 선행기술에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강제적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
에 반대를 하였다. AIPLA는 또한 강제적 정보공개진술은 현행의 37 CFR
1.56 하의 정직의 의무(duty of candor)를 벗어나는 것이며, 지난 몇 년간
요구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를 기대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출원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였다. 더 나아가 AIPLA은 이로 인하여 출원인들이 법원에 의해서
설립된 부정직한 행위(inequitable conduct) 원칙하에서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143)
한편, 2003년 7월 24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Intel사는 제
143)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 An Overhaul of the USPTO or a Wrench in
American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Today Sept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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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의 선행기술 제출 허용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출원인의 의무적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 제출은 필요없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반생산적인 안이
라는 의견을 내었다.144)

(3) 2003년 수정계획
지재권 관련 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USPTO는 강제적 정보공개진술
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 IDS)에 대한 요건을 철회하였고,
그에 따라 USPTO는 계속 자발적인 IDS 제출에 의존할 것이다.

바. 수수료 개정과 수수료 수입의 전용
부시행정부는 2003년 2월 3일, 2004년 회계연도(2003년 10월 1일 ∼
2004년 9월 30일)의 USPTO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인상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2004년 USPTO 예산은 1조4천40억 달러($1.404 billion)로, 이
는 2003년 예산에 비해서 5% 정도 증가한 것이다. 2004년에 수수료 수입
의 전용 제안액은 1억달러($100 million)로, 예년에 비해서 50%나 감소한
것이며, 예상되는 수수료 수입의 6.6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USPTO가 질적 향상, 높은 생산성, 시장질서에 맞
춘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미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이 기술
지도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USPTO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USPTO는 자
평하고 있다.

144) 특허 품질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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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USPTO는 2003년 2월 4일, 개정된 특허 및 상표 수수료 인
상 법안을 발표하였다. 특허권자가 출원, 등록 및 유지에 드는 기본적인
수수료는 15.5퍼센트가 증가하였다. 많은 수의 청구항과 많은 분량의 면을
담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폭의 인상이 제안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2002년 6월의 수수료 인상 초안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징벌적” 수수료는 삭제되었다.
한편, 특허 및 상표 수수료 수입 초과분의 전용은 출원인과 미국 특허
상표제도 이용자들에게 지대한 염려의 대상이었다. 1990년에, USPTO의
재정을 완전히 수수료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1990년

종합

예산

재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에 의하여 특허 수수료에 초과분이 부과되었
다. 초과 액수는 업무량 처리와 USPTO의 다른 필수 비용만을 지불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현재 행정부의 정책은 동 회계연도에 거둬들인 모
든 특허 및 상표 수수료 중에서 모든 액수를 USPTO에 대한 예산액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3년에는 약 1억6천2백만달러($162
million)가 USPTO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부처로 전용될 계획이
다.145)
이에 IP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USPTO가 거둔 사용자 수수료를 다른
특허상표 행정과 관련 없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것에 강한 불만
과 반대를 분명히 표시하여 왔다. “수수료 인상이 심사의 질적 향상, 심사
기간 단축, 전자출원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허 상표 출원인으로부
터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AIPLA의 Kirk 이
사는 주장하고 있다.146) 다시 말하면, IP 단체들은 행정부 및 입법부가 효

145) USPTO, supra note[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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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전용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조건으로 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
에 지지를 보낼 것이며, 따라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수
반하지 않는 한 전략계획에서의 그 어떠한 수수료 증가에 대해서도 강력
히 반대하고 있다.
수수료 전용문제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2004년 회계연도에 USPTO
의 수수료 전용 수준을 거의 50%로 줄이는 예산안을 내 놓았다. 이는 특
허청 뿐만 아니라 상무부 내부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
2004년 예산안은 USPTO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USPTO 사용자(출원인 및 권리자)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수수료 수입 전
용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 그동안 수수료 전용문제의 중단을 적
극적으로 로비해 온 IPO를 비롯한 미국의 지재권 관련 기관들은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3. 국제적 지재권 활동
세계에서 가장 큰 지재권청으로서, USPTO는 국내 및 국제 지재권 보
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앞장 서 왔다. 지재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경제
활동의 세계화로 USP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
와 같은 국제 기구, 그리고 유럽특허청(EPO) 및 일본 특허청(JPO)과 같은
다른 지재권 청과의 새로운 협력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USPTO가
146) Brenda Sandburg, supra note[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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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국제적 협력, 논의 그리고 정보 공유의 노력으로 전세계를 통하여
미국 국민의 지재권 보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비용절감적인 방법
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WIPO에서의 활동은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러 조
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활동은 특히 특허실체법 조약에 관한 특허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Law of Patents), 상표법 조약에 관한
상표법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rademarks)와 특허협력조약
(PCT) 개혁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WIPO의 저작권 관련 조약에 있어서
USPTO는 WIPO 저작권 조약(WCT)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의 제정 및 발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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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식재산권 조약
- 국제적으로 동의한 각 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본적인 표준을
정의한 조약
조약 이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
약, 1883

2003년 현재 미국
한국
가입국수 가입여부 가입여부

비고

산업재산권
의 실질적
1980년 보호를 위
한 WIPO
조약

164

1887년

특허법 조약, 2000

미발효
(2003년현
재)
서명국가 :
54

2000년
서명

-

〃

상표법 조약, 1994

31

2000년

2003년

〃

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891
올림픽 심볼의 보호에 관한 나
이로비 조약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886
WIPO 저작권 조약 (WCT), 1996
WIPO
실연
및
음반조약
(WPPT), 1996

33

-

-

〃

41

-

-

〃

151

1989년

1996년

42

2002년

-

42

2002년

-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
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1961

76

-

-

음반의 무단 복제에 대한 음반
제작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
1971

72

1974년

1987년

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
송 신호 배포에 관한 브뤼셀 협
약, 1974

24

1985년

-

저작권
보호
〃
저작인접
권 보호
〃
UNESCO
와 공동
주관
〃
UNESCO
와 공동
주관
〃
UNESCO
와
공동주관

-자료원 : WIPO의 Treaties and Contracting Parties에서 발췌
(http://www.wipo.int/treat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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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전세계적인 보호 제도 조약
- 한 국가에서의 1번의 출원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획득을 촉진하는 조약
조약 이름
특허협력조약(PCT), 1970
특허 절차의 목적으로 미생물 기탁
의 국제적 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77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
정, 1891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
정에 관련된 의정서, 1891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 1958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
정, 1925

2003년 현재 미국
한국
가입국수 가입여부 가입여부
122
1978년 1984년
58

1980년

1988년

53

-

-

60

2003년

2003년

20

-

-

34

-

-

1999년
서명

-

미발효
(2003년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
현재)
정의 제네바법, 1999
서명국가 :
29
자료원 : WIPO의 Treaties and Contracting
(http://www.wipo.int/treat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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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국제 분류 조약
2003년 현재 미국
한국
가입국수 가입여부 가입여부

조약 이름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그 협정, 1971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
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57
상표의 도형적 요소의 국제분류를
설립하는 비엔나 협정, 1973
의장의 국제분류를 설립하는 로카
르노 협정, 1968

54

1975년

1999년

72

1972년

1999년

19

-

-

43

-

-

자료원 : WIPO의 Treaties and Contracting
(http://www.wipo.int/treaties/index.html)

Parties에서

발췌

정리

한편, USPTO와 EPO, JPO 3국 특허청간의 특허활동은 2002년에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유럽특허협약
(EPC :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체약국들의 특허출원은 약 5% 증
가한 반면, 일본은 7.5%, 미국은 10.4%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
치는 나머지 전세계에서의

21.5% 증가라는 수치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 미국 특허상표청
(USPTO)은

세계의 특허 활동에 있어서 중심으로 남아 있다. 2002년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3국 특허청은 전세계에서 등록된 특허의 8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3국간의 특허 활동도 활발하였다. 2000년도의 미국
의 대 일본 출원은 45,920건으로 26% 증가하였고, 반대로 일본의 대 미국
출원은 56,586건으로 14%가 증가하였다. 2000년도에 EPC 체약국에 대한
출원건수가 54,550건으로 미국 특허권자에게 있어서 유럽은 여전히 선호
되는 대상국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반해, 일본은 26,548건을 유럽에 출원
하였다. 유럽 또한 미국을 선호하여, EPC 국가들의 대 미국 출원은
62,232건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JPO에 대한 출원은 37,2164건이었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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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 의회와 지재권 정책
1. 미 의회의 일반적 개요 148)
가. 구성
미국헌법 제1조는 “모든 입법적 기능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
회(Congress)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양원제는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주(state)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 간의 ‘대타협’의 산
물로 탄생된 것이다. 각 주는 상원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하원 의원은 선출방식과 대표성에서 서로 다르다. 상원의원은 현
재 직선을 통하여 선출되며 6년의 임기로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선거하
고 있다.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 단위 또는 전국
적 이익을 대변하기가 쉬우며 임기가 길기 때문에 재선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현안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하원의
원은 좀 더 작고 단순화된 지역구와 2년의 짧은 임기 때문에 지역구민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재선의 부담으로 인하여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
는 데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국민적 시각에서 본다면 하원이 좀 더 민주
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원들 간의 특성은 상․하 양원 간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상
원은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못하고 어느 계층의 이익도 가

147) “2003 PATENT FOCUS REPORT: ISSUES FOR THE TRILATERAL OFFICES”,
Thomson Derwent Patent Focus 2003.
http://www.derwent.com/media/miscpdfs/patentfocusreview2002-3.pdf
148) 함성득, 앞의 책,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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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의견 대립 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하원의 경우 의원들 각자가 출신 지역구나 소속집단의 이익에 집착하다보
니 타협보다는 정당성이나 이념적 투쟁에 집착하는 면모를 보인다.
위원회(committee)는 의회활동의 중심축을 이룬다. 위원회는 입법활동
의 모든 과정에서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조사 등의 기능도 수행
한다. 위원회의 비중은 상원보다 하원이 더 높다. 하원의 의원수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 등 좀 더 세분하여 의정을 진행할 필
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 의회 기능
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1조 제8절에서 정하는 다
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제정, 예산확정, 탄핵권, 조세와 의무
의 부과와 징수, 채무 부담행위,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화폐주조,
도량형의 결정, 하급법원의 설치, 육․해군의 양성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미국 헌법상 의회의 가장 기본적 권능은 바로 법률제정권이다.
의회는 법률제정권을 행사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며 이에 대한 견
제수단으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사법권에는 위헌심사관을 부여함으로
써 3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법률안 제안은 대통령, 행정기관, 위원회 보좌관, 이익단체, 개인에 이
르기까지 모두 할 수 있으나 의회에 정식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상․하원 의원뿐이다. 즉, 미국은 모든 법안의 제출은 반드시 의원
들을 통해야만 한다는 철저한 의회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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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이익단체들이 법률안을 작성하였더라도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나
양원 공동 또는 위원장의 이름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은 서한형식으로 법안의 원안을 상원의장이나 하원의장에게 송부한
다. 법률안으로 제출되어서 실제 입법되는 것은 10∼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법률안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에 의해 법안이 의장에게 정식 제출되어
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됨으로써 입법과정이 시작된다. 실제 의
회의 입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위원회다. 장관들은
여기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제출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장이 해당 소위원회로 보내게 된다. 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면서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의회 내의 회계감사
원(GAO)이나 행정관계부처가 조회하게 되는데 주로 백악관의 행정관리예
산처(Office of Management & Budget : OMB)가 제출된 법안이 대통령
의 정책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미국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
능성이 높다.
한편 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중요한 사안으
로 직접 정보나 의견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청문회
(Hearings)를 소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행정부의 관리나 로
비스트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나 문건을 입수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국민
의 여론과 행정부의 견해를 청취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
다.
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소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청문회(legislative hearings), 전문가 증언청문회(oversight
hearings, 혹은 조사청문회), 법안수정 등을 거쳐 상임위원회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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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 내용을 항목
별로 검토하고 고치는 즉, ‘축조심의’(markup)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다
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한 타협이 이루어져 어떤 경
우는 원래 법안이 무색할 정도로 수정될 수 있다.
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법안제출의 취지, 적용범
위, 위원회의 결정사항, 행정부의 의견 등을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Committee of the Whole)에 회부한다.
본회의의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토론과 수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특별법안 또는 결의안의 신속한 심의가 요구될 때 하원의 본회
의를 전원위원회로 바꾸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본회의에서는 전원위원회
가 채택한 법안 및 수정안을 표결한다. 수정을 거쳐 최종표결로 통과된
법안은 인쇄되어 하원의장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하원에서의 심의가 종결
된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낭독
관(Reading Clerk)에 의해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상원 사무총장의 안내
로 개최 중인 상원 본회의장에 입장하게 된다. 낭독관이 법안의 번호와
제목 및 가결된 사실을 통보한 후 심의가 시작된다.
단순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하원에 바로 돌려보낸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안과 수정안 채택 경위서를 첨부하여 하원에 반송한다. 다
시 하원에 도착한 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는 하원 본회의
에서 해당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만장일치의 승인요청을 하
게 된다.
반면 이렇듯 상원이 수정하여 하원에 반송한 법안에 대해 하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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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했을 경우는 양원의 타협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상호 이견을 조정
하는 것은 상․하원 의장에 의해 임명된 각 7명씩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
원협의회(Conference)이다.
양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이로써 법률로
성립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10일 이내에 이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의회가 상․하원 의원 각
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법률은 확정
된다.

2. 지재권 관련 미 의회의 활동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 의회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법률심의 및 공공정책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
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위원회 중 지재권 예산, 국제관계,
과학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재권 법률에 관계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 의회의 지재권 관련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예산 관련 위원회에서는 USPTO의 예산 조정을 통하여 지식재산
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미 상원과 하원의 세출위원회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각 정부부처의 예산을 관장함으로써 그
주요 활동에 대해서 감시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청문회를 통하
여 필요 예산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을 듣기도 한다. 지재권 문제에 있
어서 예를 들면, 1999년 1월 12일 상원 세출(Appropriations) 위원회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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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강, 인력서비스, 교육 및 관련 기관 소위원회에서 특허청장은 미국
의 특허제도, 줄기세포의 특허성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는 무역 관련 법률 심의
및 국제조약 비준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 의회는 1988년 종합무
역및경쟁법(H.R. 4848)을 통하여 1974년 무역및관세법의 제301조를 지재
권에 적용하여 스페셜 301조를 신설하였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인하거
나 혹은 지재권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을 부인하는 외국 국가를 확인하여, 그 정도에 따라 우선협
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 관찰대상국(Watch List: WL)으로 지정하여 대통령, 상
원재무위원회, 하원관련위원회에 각각 보고하고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있
다.149) 즉, 미 의회는 지재권 관련 무역법을 제개정하여 외국에서도 자국
민의 지재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제개정 전
에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로서
미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의 국제 경제 정책 및 무역 소 위원회는 1999년
10월 13일, “지식재산권 위반 : 미국인의 창의력(ingenuity)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 국내외의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
해서 정부측의 의견과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기에서 정부측은 국
내외 지식재산권집행에 대한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국가지
식재산권 집행조정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하였고,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과 세출 및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있다.

149) 이상 미국 무역법 및 스페셜 301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윤권순, 정성창, 임근
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분석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
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0년, 194-2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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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하원의 과학위원회(Science)는 국가의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에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
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의 바이-돌법과 그 이후의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기술혁신에 있어서의 특허 소유권 및 정부-학계기업간의 협력 연구 등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의원들은 특
허정책에 대해서 미국 경제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도구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정책 심의에 있어서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위윈회는 바로 하원 법사 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하의 법원,
인터넷 및 지재권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urts, the Internet &
Intellectual Property)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동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
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법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재
권 관련 법률 및 정책이 가장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토의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가장 크다.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벌어진 지재권 관련 청문회를
잠시 살펴보더라도 당시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지재권 법률 및 정책을
읽어 낼 수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0)

150) 미 하원 법원, 인터넷 및 지재권 소위원회의 Hearings & Markups에서 발췌 정리
(http://www.house.gov/judiciary/cour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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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날짜

제목

성격

3월 29일 생명공학 공정에 관한 특허
저작권 기간 연장
6월 1일 영화필름 공개법
국가 영화필름 보존법
특허의 미국 정부에 대한 보상에서 공정성 증대
6월 8일 1995년 특허 재심사 개혁법
1995년 특허 출원 공개법
6월 28일 1995년 음향 녹음법에서의 디지털 실연권
1995년 마드리드 프로토콜 이행법
7월 19일 1995년 연방 상표법 희석화법
10월 26일 1995년 사전에 국내에서의 상업적 이용권

법안

12월 7일 1995년 위조행위금지 소비자 보호법

법안

법안
법안
조사
법안
조사

1996년
날짜

제목

2월 7일, 8일 1995년 NII(국가정보인프라) 저작권 보호법
1995년 특허상표청 Corporation법
3월 8일
1995년 미국 지식재산기구법

- 141 -

성격
법안
법안

제4장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1997년
날짜

제목

21세기 특허 제도 개선법
2월 26일 1997년 특허상표청 부과요금 확대법
특허기간회복법
3월 20일 암호화를 통한 보안 및 자유법 (SAFE Act)
마드리드 프로토콜 이행법
5월 22일
상표법조약 이행법
음악 작곡를 포함하는 음반의 1978년 이전 배포의
6월 27일 영향, 저작권 기간 연장, 프로그램 당 저작권 라이
센스
7월 17일 음악 라이센싱에 있어서의 공정성
전자절도금지법(NET Act)
9월 11일 전자적 저작권 절도
9월 16일 WIPO 저작권 조약 이행법
17일
온라인 저작권 책임 제한법
10월 23일 정보 수집의 남용 방지를 위한 USC 17편 개정
방송 신호의 재전송을 포함하는 저작권 라이센싱
10월 30일
체계
11월 5일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상표보호

성격
법안
법안
법안
조사
조사
법안
법안
법안
조사
조사

1998년
날짜

제목

성격

방송 신호의 재전송을 포함하는 저작권 라이센싱
조사
체계
정보수집 불법복제금지법
2월 12일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법
법안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상표보호(조사)
3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
조사
2월 4일

3월 26일 전자통신에서의 불법복제
1998년 상표 위조행위금지법
5월 21일
유명상표 희석화에 대한 1946년 상표법 개정안
6월 11일 1998년 미국 중소기업 보호 거래법

조사

7월 23일 미국 저작권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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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날짜

제목

성격

2월 25일 저작권 강제실시권 개선법
3월 4일 암호화를 통한 보안 및 자유법 (SAFE 법)

법안
법안

3월 18일 정보 불법복제행위 금지법

법안

3월 25일 특허 개혁과 2000년 회계연도의 특허상표청 재인가

조사

5월 5일 1999년 상표개정법

법안

5월 12일 인터넷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넷법(Net Act)의 시행 조사
과 집행
5월 27일 전자 통신 불법복제 정책 공개
조사
6월 24일 저작권과 디지털 원거리 교육에 관한 저작권청 보 조사
고서; 지식재산권 보안 등록
7월 1일 1999년 특허 공평법(Patent Fairness Act)
법안
7월 28일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식재산권
조사
9월 30일 세계 및 국내 상거래법에서의 전자서명
법안
10월 21일 1999년 변경금지법(Antitampering Act)
법안

2000년
날짜

제목

비고

3월 9일
5월 18일
5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
불법복제행위와 전자 통신
미국 저작권청과 고용작품으로서의 음향녹음

조사
조사
조사

6월 15일

인터넷에서 저작권 웹방송 프로그래밍

조사

6월 29일

인터넷과 연방 법원: 문제점과 장애

조사

7월 13일
7월 27일

유전자 특허와 다른 게놈 발명
주정부 주권 면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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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날짜

제목

성격

3월 22일 ICANN, 새로운 gTLD,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4월 4일 영업방법 특허

조사
조사

5월 2일

조사

미국 저작권청

5월 10일 특허 : 질적 향상과 결점 치유

조사

5월 17일 인터넷 상의 음악
조사
- 특허 재심사 요청을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한 USC 제35편(특허법) 확대 (HR 1866)
5월 22일 - 특정 특허 재심사 절차에서 제3자가 이의신청할 markup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SC 제35편(특허법) 개정
(HR 1886)
6월 7일 재원 검토를 포함한 미 특허상표청 운영
조사
6월 14일 2002년 특허상표청 인가법 (HR 2047)
markup
6월 27일 2001년 기술, 교육 그리고 저작권 통일화법
법안
7월 11일 2001년 기술, 교육 그리고 저작권 통일화법(S 487) markup
7월 12일 사생활과 지식재산권 문제 (WHOIS 데이터베이스)
조사
11월 8일 시장력과 지식재산권소송
조사
12월 12일,
조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04조 보고서
13일

2002년
날짜

제목

성격

2월 14일 연방 상표 희석화법
3월 14일 특허법과 비영리 연구 협력

조사
조사

4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 : 운영과 2003년 회계연도 예산

조사

5월 22일 WHOIS DATABASE의 정확성과 본질성
오늘날 디지털권 관리 (DRM : Digital Rights
6월 5일
Management) 해결책의 소비자 혜택
저작권조정로열티패널(CARP: Copyright Arbitration
6월 13일 Royalty Panel) 구조 및 과정
6월 20일 특허 재심사와 중소기업혁신
7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 : 수수료 체계 조정 및 기관 개혁
9월 19일 2002년 식물변종업자 소유권법
9월 26일 개인간 네트워크상의 지식재산권 불법복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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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날짜

제목

성격

2월 26일 대학 캠퍼스에서 개인간 불법복제
3월 6일 저작권 불법복제 방지 및 방송 신호
3월 13일 국제 저작권 불법복제 : 조직적 범죄 및 테러리즘과
의 연계
4월 1일 저작권 로열티 및 배분 개혁법
4월 3일
5월 20일
5월 22일
6월 10일
6월 17일
7월 17일
7월 22일
7월 24일

2003년 미국 특허상표 수수료 현대화법
저작권 로열티 및 배분 개혁법(HR 1417)
2003년 미국 특허상표 수수료 현대화법

2003년 협력연구기술향상법(CREATE Act)
2003년 지식재산권 보호 회복법
2003년 불법복제 억제 및 교육법
2003년 협력연구기술향상법(CREATE Act)
특허 품질 개선
인터넷 도메인 네임 사기 - 정확한 WHOIS 데이터
9월 4일
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9월 23일 2003년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수집 유용법

조사
조사
조사
법안
법안
markup
markup
법안
법안
법안
markup
조사
조사
법안

이 중에서 2003년 청문회 중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미 의회의 지재권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6월 10일에 열린 2003년 협력연구기술향상법
(CREATE Act)에 관한 청문회가 있다.151)
미 하원의 Lamar Smith 의원(공화당)은 6월 5일 2003년 협동연구 및
기술

향상법(CREATE

:

Cooperative

Research

and

Technology

Enhancement Act of 2003)(H.R. 2391)을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미국 대
학, 공공 연구소 그리고 사기업간의 협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
하고 있다.
“생명공학, 의약 그리고 나노기술 관련 기업, 대학 및 공공 분야의 공

151) http://www.house.gov (2003년 6월 5일,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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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자들은 이제 막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만약 의회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자들간의 의사교
환을 조장하고, 특허출원의 승인을 능률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암,
심장병, 치매 그리고 관절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과 같은 것이 좀더
빨리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스미스 의원은 말하였다.
The CREATE Act는 Oddzon Products, Inc., v. Just Toys, Inc., et. al
사건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에 대응하여 작성된 것이다.
Oddzon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기관을 대표하는 연구팀의 연구원들간에
교환된 비밀 정보(소위 "비밀 선행기술"- secret prior art)는 특허 출원을
무효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파생된 선행기술은 자
명성(obviousness)의 증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 의원의 법
안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여러 기관들이 연관되어 있더라도 특허출원
은 승인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이다.
The CREATE 법안의 목적은
-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팀 연구자들"간의 의사교환을 촉진하고,
- 특허가능한 발명을 이끌어낸 연구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동료 발명자
를 괴롭히기 위하여 발견 과정을 이용하는 자(즉, 공동 연구자가 개발한
이전의 발명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교환한 비밀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특허 획득을 방해하는 자)들을 단념시키고,
-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 새로운 발명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동 법안은 특허법 제102조(f)와 103조(c), 즉, 미 특허법 제102조는 특허
요건 중 신규성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실(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and loss of right to patent)에 대한 조항,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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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허 요건 중 진보성(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n-obvious subject
matter)에 관한 조항으로서 동 법안은 제102조(f)하에 가능한 선행기술이
제103조 하의 자명성의 증거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동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법원, 인터넷 및 지식
재산권 소위원회에서 6월 10일에 개최되었다. 미 하원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자들은 총 4명으로, 예일대학교 기술이전소 소장, 특허 변호사 2
명, Georgetown대학 법대 교수로서 동 법안에 모두 찬성하면서, 약간의
수정의견도 내기도 하였다.152) 이에 스미스 의원은 많은 연구소들이 종종
대학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허
승인 절차에 관한 불확실성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구조 기술을 추
구함에 있어서 연구소와 그 공동연구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2) http://www.house.gov/judiciary/courts061003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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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의 지재권 집행 강화
1. 미국의 친특허 정책
가. 개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특허 보호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들을 치르면서 친특허정책(pro-patent) 시대를 앞당기게 되었다. 이를 요
약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53)
- 1980년 특허 및 상표 개정법(바이-돌법)은 대학, 다른 비영리 기관
과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개발된 발명에 대한 배타적
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1984년에는, 대학들이 소
유할 수 있는 발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다. 점차적으
로 이러한 정책은 연방 계약자와 연구 보조금 수혜자들에게로 확
대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연방정
부가 특허권과 비배타적 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갖게되는 이전의
양상을 뒤집어 놓았다.
- 1980년 Diamond v. Chakrabarty,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공적으
로 공정된 유전자적 성격을 띤 유기체에게 특허를 허여하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상표청은 수 많은 생명공학 관련 제품 및 공정
특허를 내주었다. (특허대상물의 확대0
- 1982년 연방순회법원(CAFC) 설립. 1982년에 의회는 특허 소송 항
소심을 다루기 위해서 CAFC를 설립하였고, 따라서 특허 침해 사
건을 다룸에 있어서 순회연방법원간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일반
153) 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National Research
Council, Securing America's Industrial Strength,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9년.,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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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특허권자의 위치를 강화시켰다.
- 1984년 Hatch-Waxman법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의약품의 FDA
승인을 얻기 위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서 규정된 의약품에 대한
특허 기간을 확대하였다.
- 1984년 반도체칩 보호법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디자인이나 배
치설계(mask work)를 보호하는 독자적인 형태를 설립하였다.
- 1988년 공정 특허 개정법(1988 Process Patent Amendment Act)은
미국 공정 특허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방법으
로 생산된 외국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1994년 TRIPS 협정 :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원에 미국이 주
도한 다자간 협상은 1994년에 TRIPS협정(무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정)이 체결되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지재권 보호와 집
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준을 설립하였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일련의 쌍무협상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추구하였
다.
- 1996년 산업스파이방지법(1996 Economic Espionage Act)은 처음
으로 외국 산업 첩보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으로 국내 영업비밀 절도행위가 연방 민사 및 형사적 처벌 대상
이 되도록 하였다. 이전에 영업비밀은 주 정부 법에 의해서만 보
호되었다.
- 1998년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 1998년에 CAFC의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영업 방
법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유지시켰다.
- 1999년 미국발명자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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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공개제도, 당사자계(inter parte) 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선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CAFC 창설과 친특허정책
특허에 대한 사법적 접근방식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은 1982년
에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의 설
립이며, 이는 미국의 가장 포괄적인 사법 개혁의 일부분을 차지하였다.154)
CAFC의 설립은 특허권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CAFC는 특허의 경제력에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다.
CAFC의 기원은 항소 법원이 심각한 업무 적체에 직면하고 많은 법률
분야에서 국가적 통일성이 부족하였던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이전에 대부분의 특허 소송이 여러 지방 항소법원에서 심리되고,
대법원이 국내법의 권위적 선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항소법원에서 특허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내려지고, 특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거의 심리되지 않자, 이는 법원고르기
(forum shopping)로 나타났다.155)
이러한 법원고르기(forum shipping)와 특허 침해 항소사건을 다른 순
회법원을 이관해 달라는 요청은 특허 소송에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였다. 이렇게 뒤얽힌 법적 환경에서 특허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154) Susan K.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55) Josh Lerner, supra not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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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분한 동기부여로 간주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법원고르기(forum
shopping)는 소송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허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충고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은 산업 혁신에 관한 국내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동 위원회의 특허 및 정보 정책에 대한 산업
소위원회는 특허정책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Patent Policy - Report of
the Industrial Subcommittee for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ndustrial Innovation)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특
허법의 좀 더 통일된 해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특허에 관한 단독의
항소 재판권을 가진 연방 법원 설립을 제안하였고,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1982년 CAFC를 설립하였다.156) 이후, 법원의 판결은 특허 침해를 결정하
는 기술적, 법적 기준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특허권 소송당
사자에게 부여되는 손해배상 및 로열티 보상의 수준을 상당히 증가시켰
다. CAFC의 활성화는 특허권자의 집행에 있어서 좀더 왕성한 접근을 도
래시켰다. CAFC의 판결은 좀 더 친특허적 접근방식을 반영하였고, 이전
의 항소법원 판결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지지하였다.
CAFC의 판결은 이전의 법원에서보다 훨씬 “친특허”적이다. 예를 들
면, 순회법원은 CAFC 창설 이전 30년 동안 특허 침해에 대한 지방 법원
의 판결의 62%를 확정지었지만, CAFC는 창설 후 8년 동안 그러한 판결
에 대한 90%를 확정지었다.157)
집행에 있어서 CAFC는 침해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CAFC는 손
해액 혹은 합당한 로열티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특허권
156) FTC, “To Promote Innovation :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2003년 10월, 19면.
(http://www.ftc.gov/os/2003/10/innovationrpt.pdf)

157) Josh Lerner, supra note[34].

- 151 -

제4장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자들이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은 특허권자에
게 관련 물품의 판매로부터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였으며, 특허권자가 손
해액 계산에서 인적, 재정적 자원의 손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 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를 성공적으로 입증한 즉시 특허권자에
게 침해자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명령이 주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CAFC는 특허권자에게 좋은 법원이 된 것이다.
이러한 특허법의 강화에 대해서 기업들도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이는
미국 기업의 특허 등록 건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업의 특허 소
송의 의지도 더욱 증가하였다. 연방 법원에서의 특허 소송 건수는 1981년
795건에서 1993년에는 11553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송의 증가는 기
업의 간접 비용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졌다. 소송은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 대량의 소송은 좀 더 혁신적
인 신생 중소기업의 재원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공격대상이 된 중소기업이 침해를 하지 않아도 대기업과 소송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로열티 지불) 합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
한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감소시키거나 변경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1982년 CAFC 창설로 인한 특허 소송 절차의 개혁이 가져온 의도하지 않
은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158)
법원의 결정적인 친 특허 경향은 CAFC의 초기 반대론자들이 우려했
던 규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법원이 더 넓
은 공공 정책적 관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한에 있어서는 단순한 규정적
문제보다 좀 더 복합적인 것이다. 절차에 관한 역사적 논쟁은 미국 지재
권 법의 발전은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58) Josh Lerner, supra not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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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의 친특허적인 경향에 관하여, 그 창립이후 수년 동안, 국가적
경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방향전환이 있어왔으며, 국가 경제에 있어서
고도 기술의 영향에 대한 증가된 평가가 있어왔다. 반독점권 집행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대법원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공감에 있어서 이러
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비록 특허법이 시대에 따라 급진적으로 변화하
지는 않지만, CAFC가 현 시대의 환경에 따라 특허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
해서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이다.

다. 독점규제법과 미국의 친특허 정책의 변화 159)
미국 특허 정책의 진화는 독점규제법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1790
년 최초의 특허법이 통과된 후 거의 100년 후인 1890년에 셔먼 독점규제
법(Sherman Anti-trust Act)이 통과되었지만, 법원은 1900년대 초까지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특허를 통제하지 않았고,160)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
반과 20세기 초(1890년∼1930년)에 걸친 자유방심주의 시기에 그 정점에
도달했다.161)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특허에 대한 방임은 1917년 대법원이
159) Susan K. Sell, supra note[154].
160) Federal Trade Commssion, "To Promote Innovation :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October 2003, 15면.
(http://www.ftc.gov/os/2003/10/innovationrpt.pdf)
161) 대법원은 1912년 Henry v. A.B. Dick & Co. 사건의 판결에서 특허력을 상승시켰
다. A.B. Dick 사는 등사기계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다. A.B. Dick사는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잉크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등사기계를 구입할 때 자사의 잉크도 함께 구
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바로 특허권자 구매자로 하여금 비특허 물품을 사도록 요구
하는 바로 끼워팔기 조항(tying clause)으로, 독점규제법에서는 수직적 제한의 형태인 것이
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눈감아 주었고, 특허권자는 특허 기계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비특허 물품의 구입을 포함하여 특허 라이센스를 부여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으로 어떠한
가격이든 혹은 다른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특허권자는 발명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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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라이센싱 제한행위를 특허남용으로 보기 시작하면서162) 특허에 대한
강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법원은 끼워팔기(tie-in)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
허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물품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비특허 주장에 대한 사
실상의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시기부터 쭉, 법원은 자유 경쟁 촉진이라는 최우선적 공공 정책과 일치하
지 않는 끼워팔기 계약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였다. 특허권은 독점권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지배적인 독점규제법 정책에 종속되었다.
1930년에 이르러 독점규제법의 역할이 더 강해지고 그에 따라 특허에 대
한 역할이 약화되는 시대가 거의 50년동안(1930년∼1980년) 미국에서 펼
쳐졌다.
독점규제법의 강력한 집행과 특허의 범위 및 유효성에 대한 사법적 공
격이라는 반특허 환경은 미국 기업들에게 특허 보호의 경제적 가치에 대
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더욱더 많은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추정하였고, 특
허권자는 이미 공공 영역에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가격을 설정한다고
공격받았다. 잠정적인 국내 경쟁자들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
움을 느끼지 않았다.
특허가 종종 무효화되고 침해자들이 로열티 지불 금액 밖에 되지 않는
낮은 벌금을 물게되자, 미국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같은 경쟁에 대한
다른 보호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대안적
보호 형태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194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이 보유하고 있다면, 동 발명을 구체화한 기계에 사용되는 잉크를 다른 이들이 팔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162) 1917년 대법원은 A.B. Dick 판결을 뒤집었고, Motion Picture Patent Co. v.
Universal Flm Mfg. Co. 사건에서 특허받은 영사기와 특허권자가 판매한 비특허 영화의
사용간의 끼워팔기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은 철퇴를 가하였다. 법원은 끼워팔기(tie-in)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물품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비특허 주
장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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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까지 특허제도의 소멸은 가전제품과 같은 분야에서 해로운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 기업이 트랜지스터, 비디오, 집
적설계와 같은 기술을 개척해 가는 동안,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 발명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였다. 사실, 1960년대 후반, 일본
은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미국의 기업환경이 불리한 상태로 1970년 후반이 되자, 미국내에서는
종전의 반특허적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세계 주요 경제가 점차적으로 모
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근거하여 견고해진 하이테크 산업에 의존하게 되
는 20세기가 도래하고, 미국내에서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중요한 기술혁
신의 부족현상이 일어나자 시카고 경제학파를 중심으로 독점규제법과 특
허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63) 규모와 지리적 발전에 강
조를 둔 거대한 재래식 산업들에 의해서 지배된 경제에서 만들어진 독점
규제법이, 통신이나 산업 및 제약,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식재산권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 즉 역동적이고 혁신에 근간을
둔 새로운 경제산업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164)
이에 미국내의 느슨한 특허 환경은 1980년대에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
첫 번째 움직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가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을 설립한 것이다. 두 번째, 대법원도 특허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이면서 특허대상물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하기 시작하였다.165) 또한 대법
163) FTC, supra note[156], 18면.
164) John H. Shenefield and Irwin M. Stelzer, The Antitrust Laws, (A Primer, Fourth
Edition) The AEI Press, Washinton D.C.(2001), 89면.
165) 1980년 Diamond v. Chakrabarty,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공적으로 공정된 유전
자적 성격을 띤 유기체에게 특허를 허여하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상표청은 수 많은 생명공
학 관련 제품 및 공정 특허를 내주었다.
1981년 Diamond v. Diehr, 동 사건에서 “수학공식을 포함하는 청구범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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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특허권을 지지하는 공공정책을 자유경쟁을 지지하는 공공정책과 동
등한 위치에 놓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사법부에 있어서 특허법에 대한 독
점규제법의 지배 시대가 효과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러한 소유권자들이 점차적으로 미국 정부가 가치를 두는 경제적 발전과
경쟁적 목적을 달성시킴에 따라서 지재권 소유자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의 특허권의 재기는 이전에 엄격했던 독점규제법 정책의 완화
와 상호연결되어 있다. 독점규제법은 지재권이 독점권을 발생시켜 독점규
제법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견해를 조장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1980년대
를 통하여 독점규제법은 특허권을 포함한 지재권이 반드시 독점권 혹은
관련 시장에서 시장력의 장악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
하게 되었다.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행정 기관들은 지재권이 제공하는 경
제적 동기부여를 혁신으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혜택을 추출할 수 있는 합
법적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지재권의 집행에 있어서 독
점규제법의 적용이 약화되고 친특허 정책이 더욱 발전되어 오늘날에 이르
고 있다.
이렇게 독점규제법과 미국의 친특허 정책의 변화를 보면, 특허법과 독
점규제법의 목적과 목표는 단순히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두 법 체계는 실제로 보완적이며, 둘 다 혁신 및 산업과 경쟁
의 장려를 목표로 한다.166) 두 가지의 법 체계는 경쟁의 주요 엔진 중의
하나인 혁신과 좀 더 넓게 이해되는 경쟁 모두에 대한 장려를 통하여 장
기적으로 최대한의 소비자 복지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보완적

서 그 공식을 특허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성에 구현하는 청구범위는 제101조의 조건을 만
족한다"고 판시하였다.
166) AT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ERICA, INC.,
897 F. 2d 1572, 1576 (Fed. Ci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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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것이다.167)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03년 10월 28일 경쟁과 특허법 및 정책의 적절한 균형
점을 찾음으로써 혁신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장에서의 경쟁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 모두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함께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그러한 작용을 위해서는
각 정책 서로간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68)

2. 미국의 특허품질 강화 노력
가. USPTO에서의 특허 품질 향상
USPTO의 첫 번째 특허 목표는 바로 USPTO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이다. 즉, 오류율(error rate)을 줄임으로써 특허 품질 개선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류(error)에 대한 정의는 품질 검토하에서 무
작위로 선정된 출원 내의 적어도 1개의 청구항으로 정정 없이 특허로 등
록될 경우 법원에서 무료로 판정된 것을 말한다. 오류율(error rate)은 총
특허등록 건수에 대한 오류를 갖고 등록된 특허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에 따라 측정한 오류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2002년도의 실적은 목표를

167) John H. Shenefield and Irwin M. Stelzer, supra note[164], 87면.
168) “특허와 경쟁정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소비자와 혁신가들은 모두 승리
하게 된다. 비록 의문시되는 특허가 경쟁과 혁신에 해를 끼칠 수 있기는 하지만, 유효한
특허가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이번의 FTC 보고서
는 경쟁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분석과 권고안을 내놓았다.”라고
FTC의 Timothy J. Muris 위원장은 말하였다.
(http://www.ftc.gov/opa/2003/10/cpreport.htm) 2003년 10월 30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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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것이다.169)

<표 17> USPTO 심사 오류율 (1999-2002년)

- 출처 :
실 보고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목표

-

-

5.5%

5.0%

실적

5.5%

6.6%

5.4%

4.2%

USPTO, 2002년 실적 보고서, 18면 (USPTO 자료원 : 특허품질검토

이러한 특허의 품질 향상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USPTO의
이용자(출원인, 등록인 등)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진다. 2002
년 USPTO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의 개선에 대한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USPTO 고객만족도 (1999-2002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목표

65%

60%

67%

67%

실적

57%

64%

64%

63%

- 출처 : USPTO, 2002년 실적 보고서, 19면 (USPTO 자료원 : 고객 설문조사
- 1995년부터 매년 실시)

169) USPTO, supra not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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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 품질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P-PAC는 허여
된 특허의 품질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
다. 특허출원의 진행 과정 가운데 검토에 대한 질적 검토 자원을 확보하
기를 권고하고 있다. P-PAC내의 품질 소위원회(Quality Subcommittee)는
심사가 종결된 시기가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의 첫 의견서 발송시기에 특
허출원에 대한 감독 및 검토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기술 분야의 심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착오를 발견해 내며
심사관들에게 더 효율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다. 특허 결정 후에 특허
품질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착오의 근본적인 원인을 결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일찍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이른 시점에서 심사의 품질을 검토하는 것도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 숙
련된 심사관들의 확보가 특허 품질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비록 조사 보고
서의 아웃소싱이 심사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절히 교육받고 훈련된 심사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사
업무는 단순히 (특허 결정, 거절 결정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해당 기술에
대해 심사숙고한 검토 및 평가인 것이다.

나. 의회의 노력
특히 특허 품질(patent quality)에 관해서는 미 의회의 관심도 높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법원,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위원회는 7월 24일 “특허
품질 개선(Patent Quality Improvement)"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동
청문회에는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The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and
BITS,

Intel

Corporation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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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의 교수도 참석하여 미국 특허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여러 가
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170) 다음은 동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 USPTO가 허여한 특허의 품질은 USPTO 운영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심적 노력이다. 법원의 소송에서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USPTO의 사용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강력한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투자를 보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PLA은 USPTO의 운영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특허
및 상표 등록하에서 부여된 권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
야 한다고 믿고 있다.171)
- 미국의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업 등은 수많은 특허 침
해의 하찮은 주장에 위협받고 있다. 계류중인 침해 주장도 심각한 문제이
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융 서비스와 관
련된 특허 출원이 1997년 이후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특
허출원이 USPTO에서 절차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어도 4년이 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곧 금융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찮은 소송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
라서 의회가 이러한 하찮은 주장으로부터 금융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만 하며, 물론 특허법하의 지식재산권의 중요
한 보호를 손상해서는 안된다.172)
- 특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첨단 기술에 중요하며, 이는
170) http://www.houser.gov/judiciary/courts072403.htm
171) Charles E. Van Horn (Finnegan, Henerson, Farabow, Garett & Dunner 법률회
사의 파트너, AIPLA 대표해서 참석)
172) Mark Kesslen (J.P. Morgan Chase & Company의 경영이사 겸 부 고문관,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s and BITS 대표해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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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미국 성장의 주요 요소였다. 특히 IT와 반도체 산업에 있
어서, 특허의 강력한 보호는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촉진함에 있어서 필
수적이다. 미국 기업은 최첨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부주의하게(improvidently) 부여
된 특허는 특허 심사관들의 저임금, 불층분한 자원을 포함한 미국 특허상
표청 내의 결함 등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부주의하게 부여된 특허는 남용
에 대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염려하는 바이다. 이렇
게 특허제도의 최하위 레벨에서 기능하고 추구하는 사람(bottom feeder),
즉 저질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이를 무기로 소송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흔해 지면서 Intel은 이들에 대해서 “특허 괴물(patent
trolls173)”이라고 일컫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174)
- 양질의 특허는 한마디로 유효한 특허이다. 양질의 특허는 법원에서
신뢰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 유효성 소송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기술 이전의 도구로서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므로 혁신 혹은 상업적 거래와 같은 가치 극대화 활동 관련자들
에게 동기 부여를 강화하게 된다. 반면, 저질의 특허는 해로운 결과, 즉
혁신율의 감소, 특허를 기반으로 한 거래의 저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격으로 나타난다. 특허 질의 개선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2가지를
제안하면, ① 특허 출원인 책임의 신중한 확대, ② 더 많은 대중의 참여이
다. 먼저, 특허는 혁신가에게 강력한 상업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
에, 출원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고 있다. 두 번째로,
USPTO는 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적(private) 특허 심사관"을 더

173) 북유럽신화 트롤 ((지하나 동굴에 사는 초자연적 괴물로 거인 또는 난쟁이로 묘
사됨))
174) David M. Simon (Intel Corporation의 수석 특허 고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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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175)

다. 미국 FTC의 경쟁과 특허정책에 관한 보고서
혁신은 새롭고 개선된 제품, 서비스, 그리고 공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 발명과 혁신에 대한 경제적 수용능력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사적 R&D에 영향을 미
치는 연방정부의 정책 중 경쟁정책과 특허정책이 가장 두드러진다. 경쟁
과 특허 정책 모두 혁신을 조장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착오와 제도적 편견이 있게 되면, 이는 양 정책의 효과에 해로운
영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연방거
래위원회(FTC)는 "혁신 증진시키기 : 경쟁과 특허법 및 정책간의 적절한
균형(To Promote Innovation :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2003년
10월 28일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2002년 2월에 FTC와 법무부가 참석한
미 의회 청문회의 결과이다. 동 청문회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자,
개인발명가, 특허 및 독점규제 관련 기관, 변호사 및 변리사, 경제학, 특허
법, 독점규제법 관련 학자 등 300명이 넘는 패널리스트가 참석하고 24일
동안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기업 대표들은 주로 의약품, 생명공학,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계
의 대표들이었다.
경쟁과 특허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2개의 보고서 중
175) John R. Thomas (Georgetown University 법대 교수)

- 162 -

제3절 미국의 지재권 집행 강화

첫 번째인 동 보고서는 혁신을 조장하기 위한 특허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고, 관련 두 번째 보고서는 FTC와 법무부의 독점규제과(Antitrust
Division)가 공동으로 독점규제법(Antitrust Law)에 대한

유사한 권고안

을 가지고 제출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내놓은 특허제도에 대한 10가지 권고안은 다음과 같
다. 이 중에서 특허 품질 개선 및 특허제도의 반경쟁적 비용 최소화를 위
한 권고안은 1번∼6번으로, 이는 저질의 혹은 문제가 되는(questionable)
특허는 (법원에서)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거나 그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청구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에 해를 끼
친다는 명제 하에서 제안된 것이다.

(1)

USPTO에

등록

이후

이의신청

절차(post-grant

opposition

procedure)를 마련할 것
USPTO에서의 특허출원의 심사는 심사관과 특허출원인만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심사절차에서 제3자 참여의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
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단 문제가 있는 특허가 등록되고 나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하지만, 소송은 비
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따라서 연방 법원 소송에까지는 못미치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특허 등록 후 검토 및 이의신청을 하는 행정적
절차를 권고한다. 등록 후 이의 신청 절차는 중요한 특허성 판단을 해야
한다.

(2) 우월적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혹은 증거의 우위)176)
176) 민사소송에서 증거기준으로서, 반대 입장에서 제공되는 증거 이상으로 좀 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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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근거로 특허에 대한 소송을 결정할 것 (법원에서의 특허의 무효성
주장 기준 완화)
등록된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
는

기업들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그 무효성을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부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USPTO의 재정 부족과 특허심사관이 특허 출
원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허의 유효
성에 대한 과도한 추정은 부절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의 무효에
대한 주장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월적 증거만을 요구해야 한다.

(3) 진보성에 관한 특정 법적 기준을 강화할 것
법원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테스트를 개발하였다. 그 가운데
2가지 중의 하나는 “상업적 성공 테스트(commercial success test)"이고 다
른 하나는 ”제안 테스트(suggestion test)"이다.

게가 실린 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말한다.(As standard of proof in civil cases, is
evidence which is of greater weight or more convincing than the evidence which is
offered in opposition to it) from Black's Law Dictionary
즉, 우월적 증거라는 것은 양적 질적의 증거로서 공정하게 고려되어질 때 더 강한 인
상을 주게 되어 더 많은 무게를 얻게 되며 따라서 반대편의 증거보다 사실성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means that quantity
and quality of evidence which, when fairly considered, produces the stronger
impression, and has the greater weight, and is more convincing as to its truth than
the evidence in opposition.)
여기에서 말하는 우위(preponderance)라는 것은 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좀 더 사실
성과 정확성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증거의 양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알고 있는 증인은 모호한 증언을 하는 수십명의 증인보다 우월
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This preponderance is based on the more convincing
evidence and its probable truth or accuracy, and not on the amount of evidence. Thus,
one clearly knowledgeable witness may provide a preponderance of evidence over a
dozen witnesses with hazy testimony.)

- 164 -

제3절 미국의 지재권 집행 강화

권고안에서는 “상업적 성공 테스트”를 적용할 때 ① 상업적 성공이 권
리청구된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유효한 지표인가에 대해서 사안별로 평가
해야하며, ② 권리청구된 발명이 상업적 성공을 유발시켰는가를 특허권자
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 테스트”를 적용함에 있
어서, 창작성과 양립하는 선행기술을 결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리고 기술에 대해서 보통의 숙련성을 가진자의 특성인 문제 해결 능력을
추정해야 한다.

(4) USPTO에 적절한 재정을 제공할 것
USPTO는 특허 품질의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
다. 대통령 특허 검토 위원회는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하여 USPTO의 재정
보강을 오래동안 주장하여 왔다.

(5) 선행기술 인용과 심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정할 것
a. 심사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출원인은 선행기술 자료에 관한 관련
성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USPTO의 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을 FTC는 권고
하고 있다. USPTO의 21세기전략의 원 실천계획(2002년)에서는 20건이 넘
는 선행기술 자료를 인용한 출원에 대해서는 자료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지만, 2003년 수정 계획에서는 이러한 제안
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FTC는 이를 수정하여 심사관이 요청을 했을 때만
관련성 진술서를 제출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b. FTC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5조하에서의 더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심사관 질의를 권장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심사관이
심사하고 있는 대상을 적절히 심사하거나 혹은 다루는데 정당하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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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 선별적 분야에서 “이중 검토(second-pair-of-eyes review)"를 확대하
기 위한 21세기 전략계획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FTC는 권고하고 있다.
즉, 이중 검토는 영업방법, 반도체,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그리고 새로이
등장하는 신기술과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의 특허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심사관과 혹은 심사과장의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d. USPTO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자신의 특허 및 상표에
대한 고객의 이해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이해할 것

(6) 특허대상물의 확대 이전에 경쟁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려할 것
자연 현상 그리고 추상적인 지적 개념과 같은 특정물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과학의 진보와 유용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특허대상물의 영역을 확대하기 전에 이로 인한 가능한 혜택과 비
용 뿐만 아니라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에 대한 가능한 해악을 고려하
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7) 출원 후 18개월 동안 모든 특허출원을 공개할 것
1999년 미국발명자보호법에 의하여 미국내에서만 출원된 특허 출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출원 후 18개월 이후에 공개하기로 되
어 있다. 특허는 경쟁적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FTC가 주최한 공청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18개월 후 공개 요건을 미국내에서만 출원된 특
허를 포함하는 것을 옹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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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속출원에 대항한 보호를 위하여 개입권(intervening right)177) 혹
은 선사용자 권리(prior use right)를 설정할 것
FTC는 계속 출원 혹은 다른 유사 출원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특정 특
허 청구범위에 의존하여 제기한 침해 주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개입권 혹은 선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9) 고의적 침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지(actual notice)와 의
도적 복제(deliberate copying) 요건을 마련할 것
법원은 피고의 고의적 특허 침해, 즉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
적인 근거없이 문제의 특허를 알고 있으면서 동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고 3배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인들은 잠재적인 3
배 배상 책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쟁자의 특허를 전혀 읽
지를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쟁자의 특허를 읽지 않게 되
면, 특허 침해의 염려가 없는 사업이나 연구 전략에 대한 계획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으며, 낭비적인 중복적 노력이 조장되며, 특허 공개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후속적 혁신이 저해되며, 경쟁의 발전도 방해될 수 있다.
즉, 공개를 통한 혁신의 조장이라는 특허의 역할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 때문에 침해자가 의도적으
로 고의로 다른 이의 특허 발명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FTC는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특허권자가 침
177) 재발행 특허에 의해 원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우, 제3자가 원특허에
는 속하지 않으나 재발행 특허에는 속하는 범위의 실시행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법의 법
정 실시권과 유사한 권리(intervening right)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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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한 실질적 혹은 서면 통지를 보냈거나 혹은 침해자가 고의적 및
의도적으로 특허 발명을 복제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안은 적절한 경우에 있어서 3배 손해배
상 책임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특허 공개를 방해받지 않고 사용함으
로써 경쟁과 혁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10) 특허법 제개정에서 경제학과 경쟁의 우려사항을 고려할 것
대법원은 몇몇 판결을 통하여 특허법의 정책 지향적 해석에 대한 여지
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법과 경쟁법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 지향적 해석이 필수적이다.

라. 기타 권고안
한편, 1999년 11월 30일-12월 1일, 2일동안 NSTC의 후원으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rvin Center에서는 "혁신에 관한 NSTC 회의 :
새로운

밀레니엄을

위한 연방정부

정책(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 Summit on Innovation : Federal Policy for the
New Millennium)"가 열렸다. 동 회의를 위하여 OSTP는 각 연구기관에
토론 자료(draft review)를 요청하였고, 아래의 내용은 RAND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가 준비한 것으로 "연방혁신 개혁을 위한 우선과제 : 이슈 개
괄(Priorities for Federal Innovation Reform: An Overview of Issues)"이
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특허 품질과 특허소송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문제
에 관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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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단순화하고 혁신과정에서 부과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불확실성
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에 의해서 혁신은 강화된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특허는 불확실성, 불예측성, 그리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불확실성을

최소

화하고 잠재적인 특허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개선하는 연방정
부의 정책은 혁신 투자에 대한 자본 비용을 상당히 경감시킬 것이다. 따
라서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오직 주요 혁신만 특허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독점규제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후속적인 혁신을 앞당기는데 필요한 근본적
인 연구결과 혹은 도구에 대한 특허를 제한하도록 한다. 이는 특정 부류
의 연구결과, 도구 혹은 데이터를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거나, 강제
실시권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제도 중에서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사업화하
는 데, 즉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s)"의 문제 완화; 특허등록이전의 이
의신청절차(pre-grant opposition) 도입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 이내에
자동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특허 등록 이전에 제3자가 동 특허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재권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선발명주의
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78) Steven W. Popper, supra note[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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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미국에서 기술혁신은 긍정적인 경제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
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혁신의 증가를 위한 경제적 도구 중의 하나로 지
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적 자산이 가치, 생산성, 그리고 성
장의 주요 원천이 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산업 경제에서, 대내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는 발명과 투자의 중요한 유인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여년 넘게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지재권을 강화하
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친특허 정책으로 인하여 미
국내에서는 지재권 체계가 저변에서 많이 확대되었고, 이는 공적 및 사적
분야에서의 R&D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지재권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국의 화학 및 제약분야, 그리고
생명공학과 소프트웨어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즉, 최근에 관련 산업에서 미국 기업의 총 미국 특허 출원 및 등
록 건수가 유례없이 증가하였으며, IBM과 같은 몇몇 주요 대기업은 라이
센싱을 통하여 지재권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지재권 정책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
력 유지라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대명제 아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따로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여러 정부부처 및 기관에 관련 프로
그램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술적 문제와 책임이 분산되어 있
다. 이러한 분산된 접근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한 부분의 정책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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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의 영향이 과정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는 조치
의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
나가

1989년

미국 상무부

내에 기술부

차관이

이끄는

기술관리국

(Technology Administration)을 창설한 것이며, 1993년 전 연방 정부 기관
을 통한 과학, 우주 및 기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내각차원의 기구인 국
가 과학기술위원회(NSTC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립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상무부의 기술관리국(TA)에서는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산업에 빨리 투여하기 위한 노력을 산하의 기술정책실(OTP)을 통하여 펼
치고 있다. 즉, 경제성장에의 기술영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민간부문 및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경제의 경쟁력과 기술 성장을 위해 연방, 주 정부와
산업계, 학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TA 산하의 다른 부서인 국
립표준기술원(NIST)의

선진기술프로그램(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제조확대파트너쉽(MEP: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은 협력 벤처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기금이다.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무부가 USPTO와의 정책
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지재권 정책의 중요
성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실이다. 즉, 다음
<그림 6>은 USPTO의 2001년도 Corporate Plan에 나타나 있는 USPTO의
정책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인프라 보호, 국가경쟁력 유지, 자원
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체계 내에서
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
관(OSTP, NSTC, PCAST), 상무부(OTP), 국립과학재단(NSF), 의회기관
(GAO, CRS, OTA)에서는 여러 보고서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에
있어서 지재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특허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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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미국 내에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기술정책에 있어서 지재권의 역할을 각 관련 부처 등에서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재권 관련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인 것이다.

<그림 6> 미국 상무부와 USPTO와의 관계179)

179) USPTO, FY2001 Corporate Plan, 15면.
(http://www.uspto.gov/web/offices/com/corppla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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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중심에 있는 정부부처인 USPTO는
21세기 시장 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원하면서 품질 중심, 높은 생
산력, (고객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구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 USPTO는 심사의 질적 향상, 신속한 심사 처리, 고객 만족의 기관으로
거듭남을 목표로 한 “21세기 전략계획(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
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특허의 품질, 특허의 심
사처리기간, USPTO의 운영의 자동화인데, 이 중에서 특히 미국의 21세기
특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특허의 품질 개선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특허의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특
허 출원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USPTO는 심각한 심사적체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심사처리기간의 증가는 잠재적인 권리자인 출원인에게 있어
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한 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에 따른 특허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USPTO에서의 부실한
권리 부여는 법원에서의 무효로 판명될 특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보호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려는 권리자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실권리는 부실권리자의 경쟁자가 합법적인 사업 활
동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혁신의 조장을 통한 경제성장이라
는 특허의 역할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미국 특허 정책의 중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를 통한 국가혁신의 조장과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USPTO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도 전문가 청문회 및 법
안 제출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지재권 정책
의 체계와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의 지재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민간단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정책적 체계와 목표가 설정되고 집행되어 평가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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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정부적 지재권 정책 체계는 특허정책이 국가혁신을 조장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지재권 정책의 체계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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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지재권 정책 방향 수립에 주는 시사점
미국은 자국의 기술발전에 따른 기술혁신을 보호를 위해서 이를 위한
경제적 도구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펼쳐나갔고, 그러한 움직임은
제약산업 및 화학산업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의회 및 대정부 운동을
펼쳐 나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국내
적 기술발전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발생된 것
은 아니다. 가깝게는 1995년 WTO/TRIPs 협정이 타결되고 발효됨으로써
다자간 협상의 틀 내에서 그리고 조금 더 멀게는 1986년 8월 28일에 지재
권에 관한 한미지재권양해각서180)가 서명되고 발효된 한미지재권 협상을
통해서 국내 지재권 법률 체계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출원건
수도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특허제도를 통한 산업발전이
라는 명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증가되는 특허출원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특허는 별로 없는 형편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특허만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시장에서의 수요도
창출하여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가적 차
원에서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
식재산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즉, 좋은 기술이 있어야 좋은 특허가
있고, 시장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좋은
기술이란 바로 시장력이 있는 기술을 말한다. 시대에 따라 개관적으로 아
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제품으로 이어
지지 못하는 기술은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 출발

180) 1986년 한미 지재권 양해 각서(Intellectual Property : record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August 28, 1986, with related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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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부터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지재
권 정책과 산업정책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 하나는 본 연구보고서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은 분야
별로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98년 4월 지재권과 산업 경쟁력
표준에 관한 스탠포드 대학 워크샵에서, 특허의 동기부여와 전략은 산업
간 그리고 국가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181) 어떠한 경우
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특허 보호가 급속한 혁신에 기여하였지만, 다른 경
우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동안 비교적 취약한 지재권 구조가 기술 이전 및
경쟁 그리고 혁신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182)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내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권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여기
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즉, 경제성장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재권이 아닌) 다른 정책 및 조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기술적 진보가 당
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기술로부터 수익을 유용하기
에 필요한 조건이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
력은 구체적인 산업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183)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혁신의 흐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요소들
181) Board on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Policy, National Research
Council, Securing America's Industrial Strength,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9년., 23-24면.
182) Vicki Norberg-Bohn, ed., supra note[58].
183) Carole Ganz Brown and Francis W. Rushing, supra note[8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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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혁신 모델을 응용하여 국가혁
신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국가혁신 흐름도

이러한 국가혁신 흐름의 각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고려될
수 있는데, 특히 지재권 정책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명․특허,
기술이전․사업화, 국내외수요를 통한 수익창출 등 모든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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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국가 혁신요소와 관련 국가정책
국가혁신요소

국가정책

내용

과학기술정책
지재권정책

- 국가 R&D 과제 선정 : R&D 투자 결
정 및 비용 투입
- 선행기술(특허정보) 및 문헌 정보의
사전 조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 실현가능성 조사(feasibility study)의
의무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증가

지재권정책

-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강화 : 정부자
금 지원에 의한 발명의 권리에 대한
규정 확립
- 심사기간단축 : 신속한 권리화
- 심사의 품질 향상 : 권리자 보호강화
- 지재권 법률 보강

산업정책
지재권정책

- 정부․기업․학계간의 협력연구 증진
: 특허권 소유에 대한 규정 확립
- 국립연구소의 기술이전 촉진
- 대학기술이전전담기구의 활성화
- 특허기부
- 벤처 캐피털, 인큐베이션

국내외 수요
/소비

지재권정책
경쟁정책
무역정책

- 국내 지재권 법률 집행의 강화 : 권리
자의 사업 보호
- 지재권의 권리남용 방지 및 지재권과
경쟁정책과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통
한 산업발전 촉진
- 국내 산업의 경제적 현황 분석을 바
탕으로 WIPO 및 WTO/TRIPs 협정을
통한 국제 지재권 법률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
- 지재권 관련 수출품에 대한 제3국에
서의 자국민의 지재권 보호 방안

수익창출
재투자

산업정책

지재권 보호 수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국가 선두적 산업 선정

Idea Conception
연구개발(R&D)

발명(invention)
특허(patent)

기술이전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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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와 관련 선행 연구에서 이미 미국은 이
러한 국가혁신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재권 정책을 광범위하
게 그리고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있음을 밝혀냈다. 우선 미국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을 하고 있는 예로서는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es Innovation Research : SBIR)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사업화 잠
재력이 있는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구계획서 요건에 기존 및 현존
기술에 대한 조사 즉, 이미 공개된 연구개발에 대한 인용 문헌을 철저히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개문헌 지식의 부족은 SBIR 프로그
램 지원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184) 정부 자금 지원에 의한 발명의
권리의 명문화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있어서의 관련 지재권 법률로서
앞에서 설명된 바이-돌법 및 스티븐슨-와이들러법과 그 개정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특허상표청의 21세기 전략계
획은 현재 및 미래의 미국의 지재권 행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다. 국내외 수요/소비 단계에서 미국은 영업방법 특허, 생명공학 특허 등
에 대한 특허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신기술에 대
한 국내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고 그 권리자의 사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
다. 한편, 앞의 FTC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특
허권의 강화에 앞서 그 파급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경쟁정책과의 균
형을 취하면서 국가 혁신의 촉진 및 산업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
제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
로 미국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지재권 보호 요
소를 강화하였는데, 그 예로는 관세법 337조와 스페셜 301조185)가 있다.
184) 이상 SBIR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권순, 임근영 외, 「특허 정보의 활
용․확산 정책 연구」,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
년), 75-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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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이
를 위한 국정과제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특허
청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과제를 제출하였다.186) 이는 (1) 지식재산
의 신속한 권리화를 통한 신기술개발 창출유인 조성, (2) 특허정보의 확산
을 강화하여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3)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 및
기술거래 촉진의 3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보호
및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특허심사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심사인력의 연차적 증원을 추진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계․연구소 등에 대한 특허기술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선정, 평
가 등에서 특허정보 활용의 제도화를 위해서 국가기술기본법시행령의 개
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저조한 특허사업화율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 대학․연구기관 특허를 산업계로 이전시킴으로써 신산업의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자금 지원,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성화,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및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 조성을 통한 특허기술의 실질
적인 거래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혁신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일부만 적용되
는 것으로 미국과 같이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으로는 나타나지 않
고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체계의 모든 관련 기관들
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추진 과정에서 지재권 이슈를 밝혀내고 그 해
결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지재권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검토가 이
185) 이상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권순, 정성창, 임근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
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
재산권연구센터, 2000년186-242면 참조.
186) 특허청,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국정과제 정책수립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과제, 200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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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특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기관의 여러 보고서의 조사 및 분석은 우리나
라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지재권 정책의 역할 규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특허통계 지표를 이용한 주요 국가의 기술수준을 분석한
보고서는 지재권 보호의 정도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효과 분석과 더불어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재권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 강화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본다. 즉, 아직까지 특허청과 주변 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만 이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지재권에 관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와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국가적으로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에

있어서 장기

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자면, 먼저
정부기관에 있어서는 지재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기부, 산자
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정통부, 농림부, 보건복지부)들을 대상으로
업무의 비중에 따른 일정 과목의 지재권 강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 부처간 지재권 관련 정책 수립의 조정이 용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재권 관련 위원회(산자부, 과기
부 등)의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중심으로 지재권 세미나 포럼 혹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국의 지재권 정책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지재권이 국
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민
간 차원에서의 지재권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중고 교과과정에 지
재권 관련 부분을 첨가하여 지식재산권도 무형자산의 한 형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유년기부터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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