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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1995년 1월 1일 WTO/TRIPs 협정의 발효로 지식재산권이 다자간 통상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TRIPs 협정은 WTO라는 집행력을 가진 국
제기구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최소한의 실체법적인 통일화로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시킴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었
다.1) 따라서 그 이후에는 각국에 있어서 TRIPs 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그
주안점을 두게 되었으며, TRIPs 이사회는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개도국에 대한 과도기간이 종결됨과 발생된
이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국내 법령에 대한 TRIPs 이사
회의 심의를 받았다.2)
한편, 그 동안 국가간 이해관계의 변동과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등 기
술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
다. 우선, 기술발달의 영향으로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상 특허권
침해의 문제와 상표사용의 문제, 인터넷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 국경을 초
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재판관할권의 문제 등 기존 권리
관계의 해석과 집행에 좀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생명공학
등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허여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1) 김원준, “최근 지식재산권 국제동향 및 주요 이슈 고찰 - WTO, WIPO,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 21」 통권 제59호(특허청, 2000. 3), 3면.
2)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2000 WTO/TRIPs 지적재산권법령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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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는 시각도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유
전자원 등 새로운 분야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TRIPs
협정 내 설정되어 있는 기존 지재권 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이 제기되게
되었다.3) 이처럼 새로운 이슈 못지 않게 국가별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난 UR 협상 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
의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 회의에서 21세기 무역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다자간 협상 라운
드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최초의 무역협상인 이 무역협상은 도하개발
의제(DDA :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분
야를 포함하여 7개 협상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그 후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DDA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각료
회의가 결렬되자 2005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DDA 협상의 방
향은 2003년 12월 15일 이전에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를 개최하여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4)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지재권 관련 DDA에 대한 현황을 분
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여 중장기적이고 총괄적인 대
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WTO/DDA 지재권 관련 협상의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협상 관련기관들이 DDA 협상에 대응한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변화내용 검토 및 대응책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박진석, “뉴라운드 출범과 TRIPs 협정의 과제(상)―TRIPs 기설정의제와 신규의제를
중심으로―,”「지식재산 21」통권 제68호(특허청, 2001), 4면.
4) 특허청 국제협력과, “제5차 WTO 각료회의 참석결과 보고”,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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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DDA란

“Doha

Development

Agenda” 즉 “도하개발아젠다”를 일컫는 것으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를 말
한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
면서 개도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에 '도하개발아젠다
'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체제하에서의 용어로
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
기로 회원국간에 양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5)
제4차 WTO 각료회의는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과 이행관
련결정문(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 그리고 공중보건
과 지재권에 관한 별도선언문(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을 채택하였다. 각료선언문은 21개 분야와 현행 협정의 이행문제들에 대
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명시된 대표적인 협상분야를 보
면 이행문제, 농업,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반덤핑,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또한 협상분야의 하나
로 명기되어 있다.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DDA 협상은 무역협상위원회
(TNC : Trade Negotiation Committee) 및 그 부속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DDA 의제들에
대하여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데,6)
이는 DDA 협정상 특별한 점으로 지적된다.7)

5) 외교통상부 발간 'DDA협상 관련 용어집' 참조.
6) 각료선언문 para 46, para 47 참조.
7) 성기철, “지식재산권 DDA 협상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지식재산 21」(특허청,
2003. 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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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지재권 관련 DDA 협상 의제라고 하면,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각종 선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로서 WTO에서
TRIPs

협정과

관련되어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기설정의제(Built

in

Agenda)8) 플러스 새로이 드러난 다른 문제, 특히 공중보건에 관련된 지
식재산권 문제를 말한다. 이번 DDA 협상 의제 중 지재권 분야에서는 협
상의제와 우선 논의과제로 진행되고 있다.9) 유일하게 DDA 협상 의제로
채택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GI)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
록 의제는 TRIPs 특별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말까지 우선적
으로 논의되어야 할 분야인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품목의 확대, 생명공학
관련 문제(특히 TRIPs 협정과 생명다양성협약간의 관계), 비위반제소 문
제 등은 TRIPs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었다. 이보다 더 시급히 결정되
어야 할 문제로는 공중보건 의제가 채택되었다.
TRIPs 협정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2001년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 및
이행문제에 대한 별도의 결정문에서 합의한 사항을 좀더 구제척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10)
-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에 대
한 협상을 제5차 각료회의 때까지 마무리지을 것
- 다른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 확대 문제는 TRIPs

8) 기설정의제(BIA : Built in Agenda)라 함은 과거 UR 협상의 과정에서 국가간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국간 추후의 협의부
분을 협정문상에 미리 설정해 놓은 의제로서 2001년 카타르 도하의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DDA 지재권 관련 의제 이전부터 TRIPs 이사회 내에서 논의되어오던 사안을 말한
다. 현재 협정문상의 기설정의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지리적표시의 국제적인 다자등록소의
설치문제, 동식물 특허의 보호와 관련한 생명공학 보호문제, 지재권 분야의 비위반제소 문
제 등이 있다. (박진석, 앞의 논문, 5면.)
9) 최낙균, 윤미경 외, 「DDA협상 총점검 -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75면.
10) 최낙균, 윤미경 외, 앞의 책, 175-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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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 논의 결과를 2002년까지 무
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 TNC)에 보고하여
행동방향을 정할 것
- 강제실시권에 의해 생산된 품목은 강제실시권이 발동된 국가의 시
장에 한정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현행 TRIPs 협정 규정(제31조 f
항)은 생산시설이 없는 개도국이 외국에서 위탁생산을 하여야 하
는 경우 해당 개도국이 강제실시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검토
하여 2002년 말까지 일반 이사회에 보고토록 할 것
- 생명공학에 대한 특허보호문제의 검토, TRIPs 협정의 전반적인 재
검토, 그리고 이행 사항 중 우선 협의 대상이 된 사항들과 함께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folklore)에 대한 보호와 TRIPs 협정과 생
명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간의 관
계, 그리고 회원국들이 제시하는 다른 새로운 발전 의제들도 검
토할 것
- TRIPs 이사회는 비위반 제소에 대한 범위와 형태에 대해 검토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회원국들은 그 사이에는 비위반 제소
를 발동하지 않을 것
본 연구보고서는 DDA 지재권 협상 의제 중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의제와 TRIPs 협정 관련 생명공학 의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미 지재권 관련 공중보건 이슈는 2003년 8월 30일 의장성명이 채
택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었고,11) 비위반제소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움
직임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보고서는 논외로 하였다.
11) WTO, press release, "The General Council Chairperson s statement", 2003년 8월
30일, (http://www.wto.int/english/news_e/news03_e/TRIPs_stat_28aug03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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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WTO와 TRIPs 협정에서는 GATT/UR에서 WTO/TRIPs 협정 타
결까지 그리고 그 후 국제통상 무대에서의 지재권 관련 의제에 대한 협상
의 추진 배경과 그 이후 환경 및 주요 요소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WTO/DDA 지재권 관련 협상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제3장은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의제에 대한 것으로 지
리적 표시의 다자등록시스템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현황을 살펴보고 관
련 의장안의 내용,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과 지리적표시의 단체
표장등록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WTO의 의장안 중
구속적 시스템이 채택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안의 검토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TRIPs 협정과 생명공학 관련 의제를 TRIPs 협정 제27조 3항
(b)에 관련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TRIPs 협정과 CBD
와의 관계의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선진국과 입장을 같이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논리 전개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제
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그 개념 정의가 모호한 전통지식과 민간전승
물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방안 및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각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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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WTO/DDA 협상 이전의 지재권 논의
1. 국제통상무대에 지재권 의제의 등장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국제통상무대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이때에 위조상품 거래의 증가로 기업들이 국제적 차
원으로 위조행위금지동맹(Anti-counterfeiting Coalition)을 형성하기 시작
하였다.12) 1973년과 1979년 사이에 GATT의 도쿄라운드에서 위조상품의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더 이상 자유무역에 대한 수용가
능한 장벽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도쿄라운드가 끝날 무렵에도 다른 국가
의 대표들로부터 위조상품의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공통적 규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위조행위금지 동맹은 미국 및 유럽 공동체
들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과 1982년 사이에,
미국, 유럽공동체, 캐나다, 일본 및 스위스의 주요 기업체들과 정부 대표
들간의 비공식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GATT 위조행위 금지 코드의 초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은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13)
인도 및 브라질이 이끄는 개도국은 GATT 내에서의 지재권 관련 협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이미 지식재산권
의 표준과 관련하여 적절한 다자간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14) 역사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WIPO, UNESCO 같은 국제기구나
12) Ducan Matthews, Global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e TRIPs Agreement,
Routledge, London(2002), 8-9.
13) Id. a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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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부의 영역에 일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WIPO와 UNESCO는 지
식재산권의 규범과 표준에 관한 다양한 국제 협약을 감독해 왔다.15)
하지만, 미국, 캐나다, 서유럽국가들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기존 지식재
산권보호협정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집행방법의 부재, 효과적인 분쟁
해결기구의 미비, 다수결 원칙의 의결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
고,16)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980년에는 파리협약의 수정작업이 시작되었
다. 그러나 특허제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말미암아
수정작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며, 베른협약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왔
다. 이러한 실패는 WIPO의 협약개정을 위한 투표방식에도 기인하는데,
‘1 회원국 1 의결권’ 원칙 하에서는 수적 우세를 보인 개도국에게 유리하
였던 것이다.17)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작업은 그 소
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는바, 그 결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그들
의 국내이익이 외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
으며,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산업은 침해, 위조 및 해적 행위로 인하여 상
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자국의 이익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으며,18) 1980년대 초기
에 접어들면서부터 관련산업계로부터 외국시장에서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
14) Id. at 9.
15)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4. GATS, TRIPs, DSU」(삼성출판사, 1996), 309
면.
16) 김성준, 앞의 책, 314면.
17) Michael A. Santoro & Lynn sharp Paine, Pfizer: Glob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arvard Business School Cases 1995).
18) 1988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외에서의 불충분한 지재권보호에 의한
연간손실액이 4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Foreig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ffect on U.S.
Industry and Trade, publication 2065, Washington, D.C., Februar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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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법을 활동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미국 내에서의 작업은 정
부주도가 아닌 산업계의 주도로 시작되었다.19)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집약
적인 회사들은 목적수행의 첫 번째 단계로 미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데
충분한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나 위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 때 생긴 협회 중 대표적인 것이 지식재산위원회(IPC: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와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다.
미국의 산업계가 개도국에서의 지재권강화를 위하여 택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양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교역상대국의 지재권 보호
를 강화시켜 국제무대로 내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의 외교협상을 통한 지재권의 세계적인 강화 전략이었다.20)
특히 컴퓨터 관련 업계와 제약업계는 다자협상을 통한 지재권의 강화
전략을 선택하였는데, IBM과 Pfizer가 이 전략을 주도하였다.21) 당시
Pfizer의 회장이었던 Edmund T. Pratt은 당시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
회(ACTPN: Advisory Committee o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22) ‘우루과이라운드는 개도국의 제조업분야에 대
19) Susan K. Sell, Power and Ideas: North-South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Power of Idea, 133면.
20) Michael P. Ryan, Knowledge Diplomacy - Global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67-72 (1988).
21) Id. at 68.
22) ACTPN은 1974년 무역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대통령에게 무역과
관련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문을 하는 것이었다. 19 U.S.C. §2155 (1994); Ryan,
supra note[20], at 105.
미국내 및 국제적 규범의 제․개정절차에 있어서의 미국 민간경제조직의 참여에
대하여는, Kenneth W. Abbott, Economic Issu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volving
Boundaries of International Federalism, 18 Cardozo L. Rev. 971 (1996)과 Bria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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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의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23) 즉, 선진국이 개도국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개도
국에서의 지재권보호의 미흡으로 인한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 결과, 1981년 USTR 내에 ‘투자부문 부무역
대표(ATRI: Assistant Trade Representative for Investment)’라는 직책이
생겼다.24) 그리고 미국의 경제관련단체들간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우루과
이라운드에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Pfizer의 Pratt과 IBM의 Opel은
IPC를 설립하였고,25) 이들은 WIPO보다는 GATT를 선호하였다.26) 결국,
Pfizer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국제적 보
호를 위하여 WIPO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IBM과 공동으로 GATT를
국제지재권제도의 강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GATT를 국제지재권보호강화를 위한 도
구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GATT가 이미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무역정
책관련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입증한 바 있고,
미국정부가 전통적인 무역협상관련 쟁점들을 지재권문제와 연계하여 국제
지식재산권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다.27)
이렇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국제 지식재산권제도 내에서 행
해진 논의를 통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분명히
Schoenborn, Note, Public Participation in Trade Negotiations: Open Agreements, Openly
Arrived at?, 4 Minn. J. Global Trade 103 (1995) 참조.
23) Ryan, supra note[20], at 68.
24) Ryan, supra note[20], at 68.
25) Ibid. 이 때 IPC의 구성원은 Pfizer, IBM, Merck, General Electric, DuPont, Warner
communications, Hewlett-Packard, Bristol-Myers, FMC Corporation, General Motors,
Johnson & Johnson, Monsanto, Rockwell International 등이다.
26) Ernest H. Preeg, Traders in a Brave New World: the Uruguay Round an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63 (1995), at 64.
27) Ryan, supra note[20], a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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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게 되었다. 지식재산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정부는 국내산업계로부
터 외국시장의 보호압력을 받게 되었으나, 지식재산권협약의 강화노력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그와 같은 목표달성은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다자간 노력을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가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의제에 지식재산권 문제를 상정하였던 것이다.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행 및 종결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 때문에 미국정부와 산업계는 국제지재권강화를
위한 도구로 GATT를 선택하였다. 그 이후 문제는 지재권문제를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USTR은 우선 유럽과 일본의 정부와 협조체제를 형성하려 하였다. 이
를 위하여 유럽 및 일본정부에 로비를 할 세력이 필요하였으므로, USTR
은 Pfizer와 IBM의 회장에게 ‘유럽 및 일본의 경제단체와 접촉하여 일본
정부와 유럽공동체 사무총장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유하였다.28)
비록 유럽 공동체가 TRIPs 협정의 초안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

28) 당시 유럽과 일본의 산업계를 대표하던 단체는 ‘UNICE(Union of Industrial and
Employers' Confederation of Europe)’와 JFEO(Japanese 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이었다. Ryan, supra note[20], at 107, 109; Santoro & Paine, supra note[17],
at 10; Gail Evans, Intellectual Property as a Trade Issue: the Making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8 World Competition 137, 16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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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는 하지만, 사실, 유럽 기업들의 염려에 눈을 뜬 유럽공동체는 1970년
대 후반부터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개선의 필요를 잘 인식하고 있
었다.29) 그렇기 때문에, “GATT의 어떤 다른 회원국들보다 미국과 유럽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지속적인 무역 확대에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협상가들의 끊임없는
압력과 무자비한 주장에 의하여 TRIPs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라
는 평을 얻기도 하였다.30)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 괘도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 미국, 유럽, 일
본에서 개인, 기업 및 산업 그룹간의 중요한 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세계
적인 규모의 기업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국제적 지
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성공적으로 일관적인 제안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
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동안 국제적 지재권 보호가 심각한 이슈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결국 이들 선진국연합세력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제에 지재권문제를
추가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개도국들은 당연히 이를 반대하였다. 우선 개
도국들은 지재권의 보호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정도’를 규정하는 것 자
체를 반대하였다. 둘째, 개도국들은 GATT가 지재권문제를 관할하는 것에
대하여도 반대하였다. 즉, 지재권문제는 WIPO가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이
었다.31) 특히 브라질과 인도를 비롯한 10개국 그룹은 GATT가 지재권 문
제를 다루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고착상태는 1986년 7월,
29) Matthews, supra note[12], at 28.
30) Ibid. Clayton Yeutter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의 말.
31) 당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의 반대를 주도했던 국가들은 인도, 브라질, 아르
헨티나, 쿠바, 이집트,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페루, 탄자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10개국이었
다.

- 12 -

제1절 WTO/DDA 협상 이전의 지재권 논의

Punta del Este 각료선언으로 TRIPs의 최종안이 채택될 때까지 7년 동안
이나 계속되었다.32) 결국 개도국들이 원래의 주장으로부터 한발자국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처럼 개도국들이 처음의 주장으로부터 물러난 이유는
첫째, 국내 지재권의 강화 없이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33)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진 개도국으
로서는 다소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첨단기술의 이전을 받는 것이
기술이전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
운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개도국들은 TRIPs 협상에 대한 저항
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여기에 자국 기업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미국, 유럽 공동체, 일본간의 3극 동맹은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
였던 것이다.34)
7년간의 고착상태를 타개한 다른 요인은 위의 양자협상부분에서 언급
한 미국의 무역압력이다. 미국은 소위 ‘301조 무역정책과 제재’를 통하여
지재권강화를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개도국들은 자국의 지재권을 강화
하여야 했다. 실제로 1985년에는 한국과 브라질에 대하여 제301조가 발동
되었는데, 특히 미국은 한국을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목표로 설정하여,
1985년 무역법 제301조에 의한 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공격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1986년 타결되었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을 개
발도상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무역법 제301조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들
국가들을 위축시켜, 다자간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35)이었는데, 미국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32) Ryan, supra note[20], at 108; Evans, supra note[28], at 162.
33) Preeg, supra note[26], at 66.
34) Matthews, supra note[12], at 44.
35) Robert P. Merges, "Battle of Lateralisms: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1990. 가을호),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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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스페셜 301조 양자협상 노력은 개도국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36)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일괄타
결 조치내에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
로 향하면서 TRIPs 협상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가 점차 수그러지게 되었
다는 사실은 스페셜 301조 조치의 위협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의 진전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미국은 스페셜 301조가 발효된
1989년 이후 1990년까지 한번도 지정하지 않았던 우선협상대상국을 1991
년부터 1993년까지는 각각 3국씩 지정하여 양자적 무역압력의 강도를 높
여갔다.37) 그 결과 개도국들은 GATT 체제 밖에서 미국의 무역압력에 시
달리느니, 차라리 GATT 체제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재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제에 지재
권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게 되었다.38) 즉,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은
일반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GATT에 동 이슈의 포함의 필요성도 인식하였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에 대항할 분쟁 해결 절차의 이점을 기대하였다. 따라서 개도국에 있
어서 다자간 분쟁해결 조치는 미국의 무역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의 안식처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개도국들은 “협상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39) 개도국들은 정보의 결핍,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
적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직 10개국만이 TRIPs 협상에 지재권

36) Preeti Sinha, Special 301: An Effective Tool Against Thailand's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 Summer, 1992, at 296.
37) 인도, 중국, 태국(1991년), 인도, 태국, 대만(1992년), 브라질, 인도, 태국(1993년). 이
상 스페셜 301조의 지정 추이에 대해서는 윤권순/정성창/임근영,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
상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1), 75-80면 참조.
38) Ryan, supra note[20], at 108, 112.
39) Matthews, supra note[12], a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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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수석 대표들은 주로 통상관련 관료
들로서, 자국의 경제에 있어서 TRIPs 의무가 특정 산업 분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개도국의
대표들은 TRIPs 협정의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였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통상 정책결정자
가 지식재산권 관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40) 이러한
개도국과의 양자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 행정가가 아니라 통상관료를 지식
재산권의 양자협상에 참여시킴으로써 목표한 국가에서의 법률 개정에 대
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ATT 회의에의 선진국 대표들은 최고 수준의 기
업의 자문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대표단이 필요로 하는 협상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Pfizer의 최고경영자인 Ed Pratt
회장이 푼다델 에스트에서의 미국 대표단의 자문관이었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협상의 종결은 ‘미국 산업의 승리’라고 묘사되기도 한다.41)
미국정부는 TRIPs 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이유로서 미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즉
지재권 전문가들이 작성한 자세한 초안이 협상 테이블에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미국의 힘과 공격성도 중요한 결과를 낳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

가한다.42)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GATT의 각료
들은 8년 전에 푼다델 에스트에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

40) Sell, supra note[19], at 134.
41) Matthews, supra note[12], at 45.
42) Ryan, supra note[20], at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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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종결지었다. 마라케쉬에서 세계 114개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결
과를 구체화하는 최종안에 서명하고 WTO 설립 협정의 체약국이 되었으
며, WTO 설립 협정은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여기에서 TRIPs 협
정은 그 부속협정으로43) 현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TRIPs는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반
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영업비밀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이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호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회원국들은 지
식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국내법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셋째, 회원국들간에 지식재산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였다.
넷째, TRIPs는 WTO의 일반원칙인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을
받아들였고,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43)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signed at Marrakesh, Morocco, Apr, 1994, Annex 1C,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 1(2).

- 16 -

제2절 WTO/DDA 지재권 협상

제2절 WTO/DDA 지재권 협상
1. WTO/DDA 지재권 협상의 배경 및 내용
가. 협상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접어든
지도 5년이 지났을 때, 35개 선진국에 대한 WTO/TRIPs 협정 이행의 법
령검토가 종료되었으며, 70여 개의 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의무가 2000
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TRIPs 협정 이행 관련
법령검토를 완료하였다.
1995년 TRIPs 협정 체결 후 WTO /TRIPs 협정의 초안작성 시 예측하
지 못한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디지털 환경하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상의 새로운 위기(challenge) 등은 새로운 다자협상의 장을 필요로 하
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발맞추어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
제를 포함한 WTO의 향후 작업계획에 관하여 논의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1999년 11월말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뉴라운
드44) 협상의 범위(scope), 협상방식(structure) 및 진행일정(time- frames)
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큰 성과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무
엇보다도 복잡한 의제에 비해 시간(4일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회원국간에
기존 의제를 놓고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노동 환경
44) 뉴라운드란 '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의 결정
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향후 21세기 통상교역질서를 선도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새
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중인 새로운 협상을 의미하며, 일명 "클린턴 라운
드" 또는 "밀레니엄 라운드"라고도 일컬어진다. 한편, 뉴라운드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의
범위(scope), 협상방식(structure) 및 진행일정(time-frame)은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시애틀 라운드"로도 일컬어진
다.(문삼섭, “WTO 뉴라운드 協商의 論議 展望-知財勸 關聯 議題 中心으로-”, 「지식재산
21」통권 제56호(특허청, 1999. 9),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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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협상의 일괄타결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
었기 때문이다.45)
1999년 12월에 Seattle에서 열렸던 제3차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나자
Mike Moore WTO Director-General(사무총장)과 Ali Mchumo General
Council Chair(일반이사회 의장)는 WTO 회원국들이 각료회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WTO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를 확
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46)
2002년

11월

9일에

개최된

Doha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Director-General과 General Council의 Chair였던 Harbinson은 수많은 노
력을 기울였으나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즉, 두 사
람은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수백 번의 공식, 비공식 회의와 개별적
만남을 주선하였지만 별 진전이 없자 2001년 7월 24일에 현 상황의 심각
성을 알리는 리포트를 제출하였고, 7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거쳐 열린
General Council 회의에서 Mr. Moore는 양보 없이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경고하였다.47)
8월의 휴식기를 거치고 9월 4일에 다시 모인 General Council에서는
모든 쟁점을 사전 조율 없이 Doha 각료회의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같
은 방법을 사용한 Seattle 각료회의 같은 실패만 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
되었고, 9월 26일에 ① 각료선언문 案과 ② 이행관련쟁점에 대한 결정 案
이 Moore와 Harbinson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두 개의 안은
Moore와 Harbinson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작성한 것이며, 회원국의 동

45) 박진석, 앞의 논문, 4면.
46) 박준우, 「WTO TRIPs 협정 및 분쟁사례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2002),
111면.
47) 박준우, 앞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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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얻은 것이 아니며 모든 쟁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능한 일
부 쟁점에만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48)
각료회의 한 달 전인 10월 동안에 Harbinson이 개최한 수차례의 비공
식 모임에서 회원국들은 두 안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
상의 기초로 삼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Doha 각료회의는 Seattle
회의에서와는 달리 모든 쟁점의 해결을 각료회의에 맡기지 않고 사전에
의견차이를 상당부분 좁힌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나. 도하각료회의 선언문 등에서 나타난 지재권 의제
(1) 개요
2001년 11월 14일 목요일, 카타르 도하에서의 WTO 제4차 각료 회의
마지막날, 142개국의 WTO 회원국은 새로운 무역 협상 라운드의 출범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협상의 전반적인 운영은 총 이사회의 권한하에서 무역협상위원
회(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의 감독을 받게 된다. TNC는
요구되어진 대로 적절한 협상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협상의 진행을 감독하
게 된다.49) TNC의 첫 회의는 2002년 1월 28일에 개최되었으며, 2002년 2
월 1일에는 협상시작을 공식선언 하였다. 이에 모든 협상의 종료 목표일
은 2005년 1월이다.
1994년 마라케쉬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결이래 7년 반이 흐른
48) 박준우, 앞의 책, 112면.
49) 각료선언문 para.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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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은 개발도상국의 이행 쟁점에 더 많은 강조점
을 두고 있으며, “이행” 쟁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현존 WTO 협정의 여러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라운드는 현존 WTO 협정의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를 포함하고 있으나, 선진국 및 개도국의 다양한 회
원들이 미래의 협상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며, 다양한 국가에서의
공중의 관심사를 다루고자 하면서 나타난 많은 다른 쟁점들을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은 도하 회의에서 결정된 문서50)에 나타나 있으며,
로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사항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즉,
공중보건문제, 지리적표시에 대한 다자간 등록시스템 구축 및 지리적 표
시의 확대방안, 생명공학 관련 쟁점(TRIPs 협정과 CBD의 양립관계) 및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보호), 비위반제소 등이 그것이다.
다음은 도하에서 결정된 문서에 나타난 지재권 관련 쟁점 사항들이다.

(2) 각료 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
각료 선언문은 2001년 11월 14일에 채택된 것으로, 총 52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은 para. 17, para. 18, para. 19
등 3개 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주제는 다음과 같다.

50) 도하회의에서 결정된 문서는 총 5건으로 각료 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 WT/MIN(01)/DEC/2);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 WT/MIN(01)/17); 회원국이 제기한 현저
한 이행 쟁점들(Compilation of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Raised by Members);
특정 개도국 회원국들 위한 제27.4조에 의한 연장을 위한 제안된 절차(Proposed
Procedures for Extension Under Article 27.4 for Certa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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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보건 문제
- "공중 보건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TRIPs 협정의 이행 및 해석 (별도
의 선언문 채택)51)
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
- 제5차 각료회의(2003년 말)까지 "포도주 및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
의 통지 및 등록 시스템“ 수립 및 지리적 표시의 확대52)
③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간의 관계 그리고 전통지식 및 민속의 보호
연구53)
유럽은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여러 개발도상국은 공중보건문제와 생명
공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밀어 부쳤다. 한편, 제약회사들은 공중보
건문제의 범위와 생명공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다.54)
51) para 17. 우리는 현존하는 의약품과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의약품 모두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함으로써, 공중 보건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의 이행과 해석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
하고 있다.
52) para 18. 제23.4조의 이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TRIPs 이사회)에
서 시작된 업무를 완성시키기 목적으로, 우리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포도주 및 주류에 대
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통지 및 등록 시스템의 설립을 협상하기로 동의하였다. 우리는
포도주 및 주류 이상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제23조에 규정된 지리적 표지의 보호를 확
대할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를 본 선언문 제12문단에 의거하여 TRIPs 이사회에서 다룰 것
임을 주목하고 있다.
53) para 19. 제27.3(b)조의 검토하에서 포함하고 있는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제71.1조하의 TRIPs 협정의 이행의 검토, 그리고 본 선언문의 제12문단에 의
거하여 예견된 작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TRIPs 이사회로 하여금 그 중에서도 특히
TRIPs 협정과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의 관
계, 전통지식과 민속의 보호, 그리고 제71.1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이 제기한 새로운 다른
관련 발전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TRIPs 이사회
는 TRIPs 협정의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의하여 발전적 차원을 완전히
고려할 것이다.
54) Terence P. Stewart, After Doha, The Changing Attitude & Ideas of the New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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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결정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은
para. 11로서 지식재산권의 비위반제소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회원국들은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하의 비위반 무효 주장 관련 사건
에 대한 “범위와 양식”을 조사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제소건에 대해서는
패널 구성을 요청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즉, TRIPs 이사회는 1944년
GATT 제23조 1(b) 및 1(c)55)하에 제공된 제소 종류에 대한 범위 및 양식
의 조사를 계속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 권고안을 내도록 지시 받고 있다.
그 도중에는, 회원국들은 TRIPs 협정하의 그러한 제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56) 참고로 여기에서 GATT 제23조 1(b)와 (c)의 경우를 합하여
‘규정위반을 이유로 하지 않은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혹은 ‘비위
반제소’, 혹은 ‘상황 제소(situation compliant)'라고 한다.57)

Round,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2002, 10-11.
55) 1994년 GATT 제23조 1(b) 및 1(c)
제23조 : 무효화 혹은 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
1. 만약 체약국 중 어느 누가 다음의 결과로서 본 협정하에서 이에 따르는 어떠한
이익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무효화되거나 혹은 침해된다면, 혹은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를 받는다면;
(a)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하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b)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의 조항의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 혹은
(c) 기타의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체약국은, 문제의 만족스러운 조정의
목적으로, 우려가 되는 다른 체약국에 대해서 서면으로 협의를 신청 또는
제안할 수 있다.
56)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결정문 para. 11.1
57) 비위반제소 및 TRIPs 협정과 관련되는 WTO 조항은 ① 1994년 GATT 협정 제23
조; ② TRIPs 협정 제64조; 그리고 ③ WTO 분쟁해결양해각서(DSU : Understanding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의 제2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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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RIPs 협정 제66조는 최저개발국 회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66.2조는 “선진국 회원국들은 최저개발국 회원국들이 건전하고 발전할
만한 기술적 기반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개발국 회원국들
에게 기술 이전을 증진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 내의 기업과 기
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하 결정은 동 조항이
의무사항임을 재확인하고 선진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감시할 메커니
즘을 창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58) 선진국 회원국들은 2002년 말까지
“기술이전을 위해서 자국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동기부여의 관행에 있어서
그 기능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하였다. 관련 정보는
매년 새롭게 제공될 것이다.

(4) 회원국이 제기한 현저한 이행 쟁점들 (Compilation of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Raised by Members)
앞의 도하각료선언문에서 나타난 지재권 관련 쟁점과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중 지재권 관련 사항에서 총 8개의 지재권 관련 이행 쟁점이
TRIPs 협상에서 제기되었다.59)
① 포도주 및 주류 이외의 물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부가적인 보호
의 확대
② CBD(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의 제15조와 불일치되는 특허를 허여하
지 않을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의
③ 회원국들이 제27조3항(b)60)의 이행에 대한 기간을 동 조항에서 요
58)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결정문 para. 11.2
59) Stewart, supra note[54], at 28-29.
60) 제27조 3(b) : 회원국들이 “미생물이 아닌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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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진 검토가 끝나는 날(협정에는 검토를 1999년 초까지 끝내도록 요
구하고 있다.)로부터 5년으로 채택
④ 개발도상국이 TRIPs 협정을 이행해야 하는 과도기간이 제65조 2항
에 규정된 기간 이상으로 연장
⑤ 최저개발국(LDCs)이 LDC 상태를 유지하는 한 이에 대한 과도기간
의 연장
⑥ 제7조 및 8조(TRIPs 협정의 목적 및 원칙)가 공정하고 상호 혜택이
가는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의 여부
⑦ 다른 쟁점들 중에서도 TRIPs 협정 제27조 3(b)가 생물학적 다양성
조약과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업무(International Undertaking)를 고
려하기 위한 수정
⑧ “유전자 서열, 식물 및 동물 그리고 그 일부 생산에 대한 생물학적
및 다른 자연적 공정을 포함하여 식물, 동물 그리고 식물 동물의 일부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
성

(5) 타결된 공중보건 관련 이슈
AIDS, 말라리아 등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국들의 보건 위기가 더 이상 국내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식물 혹은 동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공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킴에 있어서, 특허나 혹은 효과적인 독자적인(sui generis) 제도 혹은 이들의 결합으
로든 간에 식물 다양성 보호를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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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의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중보건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선언문을 이끌
어 내었고, 당초 목표는 2002년 말에 협정을 완성하는 것이었다.61)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쟁점은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조항62)의
국외적용 문제와 질병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협상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나머지 2002년 12월
협상타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63) 미국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은
AIDS, 말라리아, 결핵 등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infectious epidemics)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23개의
질병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4) 이에 반해서, 몇
몇 국가들은 비응급 상황을 포함한 모든 보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행
협정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몇몇 회원국들은 제조 능
력 혹은 재정적 자원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제한된 예외가 주어져
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65)

61)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문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para. 6.
62) TRIPs 협정 Article 31(f) “ 강제실시권은 그러한 사용을 허락한 국가의 국내 시장
에서만 공급되기 위해서 허용된다”, 부록 참고.
63) WTO, GENERAL COUNCIL, "Supachai disappointed over governments
to agree on health and development issues", 2002년 12월 20일, Press/329,
(http://www.wto.int/english/news_e/pres02_e/pr329_e.htm)

failure

64) IPO(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U.S. holds out against allowing
compulsory licensing of patented drugs for export and announces moratorium on
TRIPs enforcement", 2002년 12월 23일,
(http://www.ipo.org/2002/DailyNewsChron2002.htm)
65) USTR, "U.S. Announces Interim Plan to Help Poor Countries fight HIV/AIDS
and other Health Crises in Absence of WTO Consensus - United States Calls on Other
WTO Members to Join in Individually Implementing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2002년 12월 20일,
(http://www.ustr.gov/releases/2002/12/02-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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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착상태는 WTO 회원국들은 2003년 8월 30일, 국내에 의약품
제조 능력이 없는 빈국들이 강제실시권에 의하여 제조된 일반의약품(모방
의약품)을 좀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변경을 가하기
로 동의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
다. 따라서 이번의 협상 타결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66) WTO의 이번 결정은 WTO 지재권 협정 조항의 회원국 의무를
면제해 준다. TRIPs 협정 제31조(f)항은 강제실시권에 의한 생산은 국내
시장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시설이 없는 국가들이 특허 의약품 생산 국가로부터 강제실시권
에 의해서 생산된 저렴한 일반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결정으로, WTO 회원국 정부는 동 조항에 의한 의무의 면제를 동 조
항이 개정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동의하였다.
이번 2003년 8월 30일 협정으로 WTO 회원국 어느 국가라도 이번 결
정문에서 제시된 조건 내에서 강제실시권을 사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수
출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동 결정 하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23개의 선진국들은 결정문에서 제기된 수입 제도를 사
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하였다.67)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

66) “이는 WTO에 있어서 역사적 협정이며, 톱니바퀴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
면서, 빈국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을 다루기 위해서 WTO 지재권 규칙
에 대한 융통성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Supachai Panitchpakdi WTO 사무
총장은 평하였다. 또한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관련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올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다른 문제 해결에 관
한 좋은 추진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WTO Press release, "Decision removes final
patent obstacle to cheap drug imports", 2003년 8월 30일.
(http://www.wto.int/english/news_e/pres03_e/pr350_e.htm)
67)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
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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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몇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수입제도를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도의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68)
특허제품 혹은 활성 성분 및 진단 도구를 포함한 의약품 분야에서 특
허된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특허 제품이 이번 결정에 해당된다. 동 결
정문은 잠정적 면제 조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강제실시권 하에서 특
허된 제품에 대한 일반 모방약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해당 수입국에 동제
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런 면제 조항은 WTO/TRIPs 협정이 개정될 때
까지 유효하다.

2. 지재권 협상에 대한 국제환경의 변화
가. WTO에서의 선진국간의 대립
지식재산권을 국제 통상 무대로 이끌어낸 세계적 기업들과 이러한 기
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선진국 정부는 TRIPs 협정을 통하여 국제
적인 지식재산권의 최소한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TRIPs 협정 체
결 이후 선진국 정부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각국에서의 TRIPs 협
정의 이행 및 집행 문제와 기설정의제(built-in-agenda)이다.
비록 TRIPs 협정 이행 및 집행 문제를 비롯한 기설정의제에 대한 검토
및 준비에 있어서 세계적 기업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성취를 했던 추진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TRIPs 협정을 초
68) 홍콩,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멕시코, 카타르, 싱가폴, 대만, 터키, 아랍
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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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능하게 했던 세계적인 기업들과 선진국 정부간의 의견일치에 있어
서 분열이 생기면서 손상을 입기 시작했다. 많은 세계적 기업들에 있어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은 이제 더 이상 무역 문제에 관한 정부 정책결정자
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응급성을 가진 이슈가 아닌 것이다.69)
WTO 분쟁해결 기구 내에서도 일련의 미국과 유럽간의 분쟁으로 인하
여 TRIPs 협정이 선진국 대 선진국의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TRIPs 협정의 제65조 하의 개도국 및 후진국에 대한 과도기간을 감안한
다 하더라고 선진국 정부간의 이러한 분쟁은 놀랄 정도로 TRIPs 협정 관
련 분쟁해결 패널의 사건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70)
2003년 10월 현재71)로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지재권 관련 분쟁
에 제소된 사건은 총 24건으로 그 중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사건은 7건이
다. 한편, 패널 설치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당사국간의 협의로 해
결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모두 미국이 제소한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패널이
설치되어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은 3건이며, 패널 보고서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여 항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도 3건이다.
지재권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사건에 연관된 국가
들을 살펴보면, 제소국으로는 미국이 15건의 사건에서 단연히 WTO 분쟁
해결기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EC가 6건에 대해
서 DSB에 제소하였다. 그 외 캐나다, 브라질, 호주도 EC와 미국을 상대로
DSB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렇게 WTO 분쟁해결기구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인 반면, 피소국들은 미국, EC, 일본,
69) Matthews, supra note[12], at 129.
70) Matthews, supra note[12], at 129.
71) WTO Dispute Settlement, "Disputes, chronologically"
(http://www.wto.int/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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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을 포함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개도국도 있다. 그러
나, 선진국간의 사건이 16건으로 총 사건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WTO 분쟁해결 기구 내에서의 선진국의 대립의 양상이 뚜렷
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2)
<표 1>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지재권 분쟁 현황 (1995-1998)
날짜
1996. 2. 14
1996. 5. 6

문서
제목
번호
DS28 음향녹음에 관한 조치
의약품 및 농화학품에 대한
DS36
특허보호

진행상황 및
비고
미국 협의로 해결

피소국 제소국
일본
파키
스탄
포르
투갈
일본

미국 협의로 해결

1996. 5. 6

DS37 산업재산권법하의 특허보호

1996. 5. 31

DS42 음향녹음에 관한 조치

1996. 7. 9

DS50

의약품 및 농화학품에 대한
특허보호

인도

1997. 5. 6

DS79 의약품 및 농화학품에 대한
특허보호

인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에
DS82 영향을 미치는 조치
지식재산권 집행에 영향을
DS83 미치는 조치
지식재산권 집행에 영향을
DS86 미치는 조치

아일
랜드

미국 협의로 해결

덴마크

미국 협의로 해결

스웨덴

미국 협의로 해결

1997. 5. 20
1997. 5. 21
1997. 6. 2

1998. 1. 12 DS114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캐나다

미국 협의로 해결
협의로 해결
항소기구
미국 보고서 채택
(’98. 1. 16)
패널 보고서
채택
EC
(’98. 9. 22)
EC

EC

패널 보고서
채택
(‘00. 4.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에
미국 협의로 해결
EC
영향을 미치는 조치
DS124 영상물 및 TV 프로그램에
EC
1998. 5. 7
미국 협의로 해결
그리스
DS125 대한 지식재산권 집행
1998. 12. 7 DS153 의약품 및 농화학품에 대한
EC 캐나다 협의 진행중
특허보호
1998. 1. 12 DS115

72) WTO Dispute Settlement, "Disputes, chronologically"
(http://www.wto.int/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에서 발췌 정리.

- 29 -

제2장 WTO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표 2>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지재권 분쟁 현황 (1999-2003)
날짜
1999. 2. 4

문서
번호

제목

DS160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5)

진행상황 및
비고
패널 보고서
채택
EC
(‘00. 7. 27)
항소기구
미국 보고서 채택
(‘00. 10. 12)

피소국 제소국
미국

1999. 5. 10 DS170 특허 보호기간

캐나다

1999. 5. 10 DS171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아르헨
티나

미국 협의 진행중

EC

미국 협의 진행중

1999. 6. 7

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DS174 관련된 조치

1999. 7. 15 DS 176 종합세출안법 제211조

미국

EC

항소기구
보고서 채택
(‘02. 2. 1)

1930년 관세법 제337조와
2000. 1. 18 DS186
그 개정법

미국

EC

협의 진행중

특허 및 임상실험데이터 보호 아르헨
2000. 6. 6. DS196 에 관한 특정 조치
티나

미국 협의 진행중

2000. 6. 8

특허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DS199 조치

브라질

미국 협의로 해결

2001. 2. 7

DS224 미국 특허 법규

미국

브라질 협의 진행중

EC

호주 협의 진행중

2003. 4. 23 DS290

농업품 및 음식물에 대한 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보호

한편, 기설정의제 및 DDA 지재권 의제 중 하나인 지리적표시에 대한
다자간 등록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도 선진국 내에의 의견충돌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73)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국제분쟁, 특히 상표와의 상충성
73)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소 설치에 대해 자율보호안(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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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용어화 문제의 본질은 포도주 산업에서의 구생산국과 신흥생산국간
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갈등은 EU 포도주 산업 보호의 근간을 이
루고 있는 포도주 산업 규제체제인 Common Agricultural Policy on
Wine(CAPW) 및 관련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그리고 미국의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체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본적으로 EU가 신
흥 포도주 생산국으로부터의 경쟁을 견제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
다.74)

나. TRIPs 협정의 미래
TRIPs 협정을 종결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세계적 기업들은 다
른 국가의 자회사 및 직원들을 동원한 감시를 통하여 각 WTO 회원국에
서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부작용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협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기
업들이 또한 교육적 프로그램 및 지원에서부터 경제적 압력 및 개도국 국
내법의 민사 및 형사적 조항의 법적 절차에 의존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략
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반대에 맞서게 되었다.
과거 1999년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의가 실질적인 이슈에 있어서
아무런 협의 없이 끝났고, 선진국들은 집행 및 이행 쟁점에 이외에는 어
떠한 검토로 TRIPs 협정의 조항들이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
견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TRIPs 협정 전문의 강화의 방향으로는 개정을
등)과 의무보호안(EU, 헝가리, 터어키, 스리랑카 등) 두 개 제안이 대립되고 있다.
74) 최낙균, 윤미경 외, 앞의 책,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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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개도국들은 기설정 의제의 논의와 더불어 특히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TRIPs 협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대한 반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분야는 생명공학
특허와 의약품 특허이다. 이 두 분야에서의 시민사회 운동은 추진력을 얻
고 있다. TRIPs 협정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이러한 운동은
WTO 내에서 TRIPs 플러스 보호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에 활발한 저항
을 안겨다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룹들은 협상 자체가 시작되기도 전
에 그리고 그 동안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7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자, 이와 관련된 DDA 협상개시와 더불어 강화된 개도
국의 협상력에 대하여 미국, EC 등 기존 협상 주도국들이 이를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76) 특히 미,
EC는 과거 UR 협상 때와 같이 양대 협상축이 합의하면 개도국들은 협상
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개도국들이 G-20을 구성하는 등 새로
운 협상축으로 등장하자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개도국의 협상 주도에 대
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77)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던 새로운 요소가
TRIPs 협정의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여파로 좀더 적극적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일반의약품 제조업자와 같은
산업 그룹과,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시민사회 그룹, 농부 그룹 및 빈곤
과 생물학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TRIPs 협정의 부작용에 대한 잠재력을
75) Susan K.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39.
76) 특허청 국제협력과, “제5차 WTO 각료회의 참석결과 보고”, 2003년 9월.
77) 특허청 국제협력과, “제5차 WTO 각료회의 참석결과 보고”,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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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하게 된 토착민 대표자들, 시민사회 그룹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UN 무역 및 개발회의(UNCTAD) 및 세계보건기구(WHO)
와 같은 세계적 기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는 정보 결여 및 자원
부족으로 TRIPs 협정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
으나 이제는 기꺼이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개도국 등을 포함한다.78)
여기에서 산업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의 일반의약
품 제약회사들이 가장 눈에 띤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 이후로 이들
은 TRIPs 협정의 현재적 영향 및 미래의 개혁에 대한 논쟁에서 더 조직
적이고 국제적 규모로 일반의약품 산업계의 의견79)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80)
보건, 개발 및 환경 문제에 있어 TRIPs 협정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는 TRIPs 협정을 이끌어 낸 우루과이라
운드 협상동안 거의 전무했던 의견을 점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
다. 이러한 NGO는 적어도 WTO가 시민사회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활동의 정당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WTO 협상 라
운드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81)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는 특허 의약품의 높은 가격의

78) Matthews, supra note[12], at 2.
79) 저렴한 가격의 처방전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업자들의 거센 요구에 의해서 일반의
약품(generic drugs) 제조업자들은 제약회사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
국에서 조제되는 모든 처방전 약품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계속 조
금씩 올라갈 것이다. “제약회사에 대한 일반의약품회사의 치열한 경쟁”(Knight
Ridder/Tribune Business News, 2003년 10월 13일)
80) Matthews, supra note[12], at 131.
81) Maura Blue Jeffords, Turning the Protester Into a Partner for Development : The
Need for Effective Consultation Between the WTO and NGOs, Brooklyn Law School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03), at 986; Matthews, supra note[12], a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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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Oxfam과 같은 NGO와 함
께 이러한 기구들은 각국에서 HIV와 같은 유행성 전염병의 치료를 위한
약품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및 강제실시권의 허용에 대
한 남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82) 이러한 움직임
은 2001년 4월 WHO-WTO 공동 세미나 개최83) 및 2001년 동안 TRIPs 이
사회에서의 의약품 접근과 지재권에 대한 토의를 통해84)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 채택으로 이
어지게 했다.
TRIPs 협정의 개정 시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는 중기적인 면
에서 TRIPs 협정의 실질적인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85) 따라서 협
상의 실질적 진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일반이사회에서 향후 문제를 논의할 것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 EC 통상
각료 교체 등 일정을 감안할 때, 협상 재개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86)
82) WHO news letter, "TRIP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Medicines," December 2002, Issue No. 8,
(http://www.wpro.who.int/images/newspdf/nletter_ARV8_Dec2002.pdf)
;
WTO
press release, "Experts: affordable medicines for poor countries are feasible" 11 April
2001, (http://www.wto.int/english/news_e/pres01_e/pr220_e.htm); ; Matthews, supra
note[12], at 133.
83) WTO press release, "WTO, WHO secretariats workshop on affordable drugs",
The 8-11 April 2001 in Norway,
(http://www.wto.int/english/tratop_e/TRIPs_e/tn_hosbjor_e.htm)
84) WTO press releases, "TRIPs Council s discussion on
and Access to Medicines" (20 June 2001),

Intellectual Property

(http://www.wto.int/english/tratop_e/TRIPs_e/counciljun01_e.htm)
"Members discuss drafts for ministerial declaration," TRIPs COUNCIL WEDNESDAY
19 (AND 21) SEPTEMBER 2001
(http://www.wto.int/english/news_e/news01_e/TRIPs_drugs_010919_e.htm)
85) Matthews, supra note[12], at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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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WTO에서의 논의현황
가. WTO에서의 논의의 근거 및 현황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
는 선진국과 후진국 정부의 심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타결점을 찾지 못하
고 막을 내렸다. 지식재산권 분야 중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통지 및 등록을 위한 다자시스템(multilateral system for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이하 ‘다자시스템’이라 한다.)’이 협상의제 중 하나인데, 이 역시
EU 및 헝가리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국 정부와 북미․남미․일본․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국 정부와의 입장차이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큰 진전
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자시스템 마련의 논의의 법적 근거는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식재산
권협정)과 Doha에서 있었던 각료회의의 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이하 ‘도하선언문’이라 한다.)이다. TRIPs 협정은
포도주의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to facilitate) TRIPs
이사회에서 참여국 내에서 보호되는 포도주의 지리적표시의 통지 및 등록
을 위한 다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고
86) 특허청 국제협력과, “제5차 WTO 각료회의 참석결과 보고”,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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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도하선언문은 제5차 각료회의까지 다자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협상
을 하도록 규정하였다(para. 18).
그리하여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등록지리적표시의 회원국 내
에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위 구대륙과 신대륙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우선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의 보호 및 그 다자시스
템의 마련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EU(European Union. 유
럽연합)는 구속적 시스템(: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회원국 내
에서 보호의무)을 선호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비구속적 시
스템(: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각 회원국이 국내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에 불과)을 선호한다. 현재 EU 및 미국을 중심
으로 한 회원국들은 다자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안(draft)을 제출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안(TN/IP/W/5), EU안(IP/C/W/107/REV.1), 헝가리안
(IP/C/W/255)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올해 4월 의장안(JOB(03)/75)이 제
출되었다. 그러나 의장안도 회원국간 의견차이가 큰 부분은 Option A(비
구속적 시스템을 선호하는 미국안), Option B(구속적 시스템을 선호하는
EU 및 헝가리안)로 나누었으며, 등록절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의 경우 중
재절차를 이용하는 Option B2(헝가리안)와 중재절차 없이 등록을 하는
Option B1(EU안)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지리적표시의 보호로부터 큰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유럽의 회원국들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 간의 핵심적인 쟁점은 ①다자시스템의
마련을 명령한 TRIPs 협정 23.4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to facilitate)’의
해석론과 ②다자시스템의 마련 및 회원국내에서의 이행을 위한 비용부담
의 문제이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TRIPs 협
정 23.4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자시스템의 마
련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 회원국은 국내법원에서 특정 지리적표시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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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참고’하면 되
는 것이다. 그러나 다자시스템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TRIPs 협정
에는 없는 새로운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리적표시의 보
호를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리적표시의 보호정도 자체를
TRIPs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TRIPs 협
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될 경우
오래 전부터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온 몇몇 유럽제국을 제외
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다자시스템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의 마련 및 운
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속적 다자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럽의 회원국들은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은 실효성의 결여로 인
하여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지 못하며, 실제로 비용부담도 문
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회원국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나.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다자시스템의 채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표시의 보호문제에 있어서 우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에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도주 및 증
류주는 물론이고 다른 종류의 상품에 있어서도 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
진 지리적표시가 거의 없는 반면, 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 단
기간에 막대한 법제마련 및 운용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구속적 다자시스템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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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얻는 효용보다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구속적 다자시스템
이 채택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는 논리이다.8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제로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 다자시
스템 중 어느 것이 채택되더라도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표시의 보호정도가 강하게 되어 국내기업이 외국의 저명
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거의 없다
고 본다.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은 ‘실론티’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로 인하여 ‘실론티’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에도 판매량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실론티’의 소비자들
중 ‘실론티’의 가공지, 생산지, 또는 원료의 생산지를 염두에 두고 그 지
정상품을 구매하는 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 기
업은 단지 상품명을 ‘실론티’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실제
로 DDA 지식재산권 분야 민관 합동 포럼에서 민간측은 “외국의 유명한
지리적표시를 국내적으로도 보호한다고 해도 업계에 큰 타격은 없을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88) 그러므로 지리적표시 분야에는 다른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강화와 관련된 딜레마의 문제가 없다. 예를 들
면, 특허 또는 저작(인접)권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또는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결과,
국내기업보다 선진국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국내기업이 선진국기
업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에는 위와 같은 딜레마가 없다. 즉, 지리적표시의 강화를
통하여 국내 지정상품의 품질관리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국내
87)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DDA 지식재산권 분야 민관 합동 포럼 결과 보고”
(2003.5), 4~5면.
88)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앞의 자료,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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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들이 보호강화 전보다 더 손해를 입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 지리적표시의 등록과 관련하여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된다
면 그 시스템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적 비용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
다면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리적표
시의 보호를 위한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가? 그렇지 않
다. 왜냐하면 지리적표시의 보호강화는 현재 우리 1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
다.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가 없더라도 국내문
제로서 논의되었어야 하며, WTO에서의 협상결과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에도 국내제도정비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지리적표시
의 보호제도 및 등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외국의 1차 산업 생
산품 및 가공품의 수입에 대비하여 우리 상품은 거의 경쟁력이 없는 형편
이다.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같은 정도의 품질
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그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품질에 관한 인식이 소비자에게 심어져야 한다. 그런데
1차 산업 생산품의 경우 이러한 품질관리는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개인적
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품을 생
산․가공하는 자가 모두 생산과정, 포장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하여야 가능하다. 즉, 특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특정 상품의
모든 생산․유통과정이 표준화되고 모든 생산․가공자가 표준화된 생산․
가공․포장․유통방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
산자단체 기타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한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에 출하한 상품에만 등록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보호는 1차 산업 생산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센
티브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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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법제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에서의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는 자체적으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강화하여 세계화로 인하여 위기에 빠
진 1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방
향에서 WTO의 다자시스템 의제를 다루고 있다. 대외협상에 있어서는 국
내적으로 아직 지리적표시 보호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
구속적 다자시스템에 찬성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지리적표시의 발
굴․육성을 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함을 인정하고 필요한 입법준비
를 하고 있다.89) 위와 같은 취지에서 현재 WTO의 다자시스템에 관한 논
의는 그 지정상품을 포도주와 증류주에 한정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보다 많은 1차 산업 상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다자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의장안의 내용
가. 통지(Notification)
(1) 통지의 내용
의장안에 의하면 각 참여국은 등록시스템의 ‘담당기관(administering
body. 미정)’에 지리적표시를 통지할 자격이 있는데, 통지대상이 될 수 있
는 지리적표시는 ①포도주 또는 증류주임을 나타내고, ②TRIPs 협정 22.1
의 정의에 해당하며, ③통지국내에서 법적보호를 받으며 사용 중인 것에

89)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앞의 자료,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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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다(의장안 2.1).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리적표시에 해당하는 명칭(지리적표시의
발음을 라틴문자로 표시하고, 지리적표시의 의미를 영어, 스페인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 ②통지국에서의 지리적표시보호의 법적 근거(예) 법
령․판결․등록번호․TRIPs 이사회에 통지된 경우 TRIPs 이사회의 관련
문서번호 등), ③통지국에서의 보호기간의 개시와 만료시점, ④지정상품
(포도주․증류주)의 생산지역, ⑤지리적표시보호의 촉진을 위한 기타 정보
(예) 지리적표시의 번역, 권리자관련정보, 관련 조약 등).
통지문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하며, ‘담당
기관’은 통지문을 다른 두개의 언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2) 통지에 필요한 서식
통지에 필요한 서식은 2쪽 이내로 하며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TRIPs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후의

서식변경은

‘담당

위원회(committe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system. 미정)’가 결정한다(의장안 2.5).

(3) 통지의 회람과 인터넷 공개의무
‘담당기관’은 통지수령 후 즉시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하고 인터넷
에 공고하여야 한다(의장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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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등록(Registration)
의장안 중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등록에 있
어서의 쟁점은 이의신청(opposition) 절차인데, 현재 미국안, EU안, 헝가
리안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장안도 Option A, Option
B1, Option B2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Option A와 Option B의 차이점은
이의신청제도의 유무이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국이 선호하는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에 의하면 비참여국은 다자시스템에 구속을 받지 아
니하므로 굳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Option
A도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반면에 구속적 다자시
스템을 선호하는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Option B는 이의신청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을 제안한 헝가리안과 중재
절차 없이 일정기간 후 등록을 규정한 EU안을 반영한 Option B2와
Option B1으로 분류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표 3> 의장안의 등록에 관한 규정
A 통지
1B 통지

등록 (즉시)
등록
(18월 후)

이의신청 無
이의신청 有 철회

불철회
(협상개시)
이의신청 無 등록 (18월 후)

등록부에 기록
등록부에 주석

18월 내 협상 등록
2B 통지 이의신청 有
(협상개시)

통지국승소 등록
협상실패

다자중재 이의신청국 등록 (주석) 사유 c~e
승소
비등록
사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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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Opposition)
㈎ Option A
“‘담당기관’은 통지수령 후 즉시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등록
부(Register)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의신청절차를 두지 아니하
고 있다(의장안 Option A 3.1).

㈏ Option B
회원국은 통지된 지리적표시의 회람 및 공고 후 18월 이내에 ‘담당기
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3.1.2)로 자국 영토 내에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
지의 이의신청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할 수 있다(의장안은 Option B를
다시 Option B1과 B2로 나누었는데, 다음의 이의신청사유 a~c는 Option
B1과 B2에 공통으로, 선사용 또는 선등록과 관련된 사유 d와 e는 Option
B2에만 규정되어 있다.):

a. TRIPs 협정 22.1의 정의요건 불충족
b. TRIPs 협정 22.4의 지리적표시 - 오인을 유발하는(literally true
but misleading) 지리적표시
c. TRIPs 협정 24.6의 지리적표시 - 1995년 1월 1일 현재 이의신청국
의 영토 내에서 식별력을 잃고 단지 포도주․증류주 또는 포도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화 된 지리적표시
d. TRIPs 협정 24.4의 지리적표시 - 이의신청국의 영토 내에서 그
국민이 1984년 4월 15일부터, 또는 1994년 4월 15일 이전부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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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통지된 지리적표시를 그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계속 사용한 경우
e. TRIPs 협정 24.5의 지리적표시 - 통지된 지리적표시가 통지국에서
보호를 받기 이전 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의신청국에서
상표등록되거나 선의로 사용에 의한 상표권을 얻은 경우

(2) 협상의무(Option B)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국과 이의신청국(challenging Member)은 문
제의 지리적표시의 회람 또는 공고 후 18월 이내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3.1.3).

(3) 이의신청시의 등록여부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는 Option A는 통지수령 즉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Option B1과 B2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수령 후 18월경과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
다. Option B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 후 18월내에 신청국과 통지국
이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상에 실패한 경우의 등록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Option B1과 B2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Option B1은 협상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즉, 신청국이 이의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통지 후 18월이 경과하면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Option B1.
3.1.4(a)). Option B2는 협상에 실패한 경우에는 다자중재(multilateral
arbitration)절차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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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B1은 통지 후 18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국이 이의신청을 철
회한 경우와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등록부에 철회
사실을 기재(record)하고, 후자의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주석(annotation)
을 달도록 하고 있다. 단 이의신청의 철회여부에 관계없이 통지 후 18월
이 경과하면 담당기관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Option B2는 협상에 실패하여 이의신청이 철회되지 아니
한 경우, ‘의무적으로’ 다자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Option B2. 3.1.4(b)). 중재의 결과 통지국(피신청국)이 승소하면(즉, 이의
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하면) 등록하여야 한다(Option B2. 3.1.4(c)). 중재의
결과 신청국이 승소하는 경우는(즉,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두 경우로
나누어 이의신청사유가 Option B. 3.1.2(a)~(b)에 해당하면 담당기관은 등
록하면 아니되며 그 사실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사
유가 Option B. 3.1.2(c)~(e)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사실 및 중재심판결과에
관한 주석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Option B2. 3.1.4(d)).

(4) 등록사항 및 형식
등록부는 검색가능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일반공중에게 공개
되어야 하는데(의장안 3.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의장안 3.3):

a. 지리적표시의 명칭 및 번역본
b. 통지국
c. 의장안 2.2(c)에 나열된 보호의 법적 근거
d. 보호기간의 기산점 및 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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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타통지관련서류
f. 이의신청관련주석
g. 기타 ‘담당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 등록의 구속력(Legal effects)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구속력’은 지리적표시의 다자시스템에 관한 논의
사항 중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의장안도 각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Option A, Option B1 및 B2의 세
개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의장안은 매우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표 4> 참여국과 비참여국을 기준으로 비교
참여국
A

비참여국

등록부 고려(consult)

신청․비철회국
1B비신청국/ 사유 a~c外
철회국
사유 a~c
사유 c~e
2B
사유 a~b

사유부존재추정
사유부존재간주

주석 有 이의신청국 승소
주석 無 통지국 승소/
이의신청 無․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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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속내용을 기준으로 비교
구속내용
A등록부 고려

구속대상국
참여국

비구속대상국
비참여국
신청․비철회국
및 비참여국

사유부존재추정(a~c外) 비신청/철회 참여국
1B
사유부존재간주(a~c)
비신청/철회 회원국

참여 신청․비철회국

2B사유부존재추정

불문 승소 이의신청국

비신청/철회/패소 회원국

(1) Option A
우선 Option A는 다자시스템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국을 단
순히 참여국과 비참여국으로 나누어 참여회원국에 대하여만 다자시스템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2) Option B1
반면에 Option B1과 B2는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등록절차에 관한 Option
B1과 B2의 규정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의장안의 규정내용을 중심
으로 설명하면 Option B1은 어느 회원국의 지리적표시의 통지가 있는 경
우, 이에 관하여 ①이의신청을 하고 통지 후 18월이 경과할 때까지 철회
하지 아니한 회원국과 ②통지 후 18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
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회원국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참여국의 경
우에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Option B1. 4). 반면 후자의 경우,
다시 이의신청사유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사유(a~c)의 경우에는 참여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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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국 모두에게 사유부존재간주의무를 부여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에
는 참여국에 대하여만 사유부존재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의무를 부
여하였다. 즉, Option B1은 지리적표시의 통지 후 18월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철회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①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의 개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TRIPs 협정 22.1), 오인을
유발하거나(TRIPs 협정 22.4), 관용명칭화 된 경우(TRIPs 협정 24.6)에도
참여국은 이를 이유로 등록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
고, ②위에 나열된 사유 이외의 거절사유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등록지
리적표시의 거절을 부인하는 자가 그 거절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보호
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참여국과 비참여국의 구분없이 적용
된다. 거절사유 중 특히 선사용․선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등록지리적표시
를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로서 선사용 또는 선등록하였던 자가 그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3) Option B2
Option B2는 등록지리적표시의 구속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참여국과
비참여국의 구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대신 앞에서 살펴본 이의신청사
유를 기준으로 하여 구속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의장안 3.1.2
의 이의신청사유를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에 관한 제22조
와 보호예외사유에 관한 제24조로 나누어, ①이의신청사유 (a)~(b)는 존재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②이의신청사유 (c)~(e)의 경우에는 등록
부에 주석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
다.
Option B2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Option B2는 이의신청에 대한 중
재절차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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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국이 승소하면 아무런 ‘주석없이’ 지리적표시가 등록된다. 반면에 이
의신청국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사유(a)~(b)의 경우에
는 등록거절이 되며, 사유(c)~(e)의 경우에는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의신
청사실에 관한 주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의신청사유(a)~(b)
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결정이 된 사실과 (c)~(e)가 문제가
되었는데 주석없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다자중재에서 통지국이 승
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자중재의 심판결과에 대하여 ‘추정
력’수준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4) 정리
위에서 설명한 Option B1과 B2의 내용을 ‘구속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Option B1은 구속의 내용을 거절사유부존재간주의 경우와 추정의
경우로 나누어 모든 회원국은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사유(a)~(c)를
이유로 등록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참여국에
한하여 등록거절사유의 부존재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의신청사유(a)~(c)
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Option B1이 이의신청사유를 (a)~(c)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Option B2와 같은 중재절차가 없는 대신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도록 하였다. 결과
적으로 Option B1의 경우 등록부에 주석이 있는 회원국은 어떠한 경우에
도 등록부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② Option B2의 경우에는 참여국과 비참여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 실제로 이의신청
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후 18월 내에 이의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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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소한 경우)에 모두 이의신청사유 부존재의 추정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Option B2가 채택될 경우 등록부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려면 이의신
청을 하여 중재에서 이기거나, 통지 후 18월 이내에 협상을 통하여 통지
국이 통지를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라. 기타
(1) 통지 및 등록 변경(modifications of notifications and registrations)
참여국은 언제든지 통지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의장
안의 통지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이 그 절차에 준용된다.

(2) 철회(withdrawals)
각 참여국은 통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보호 또는 사용이 중
지되는 경우 담당기관에 대하여 통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담당기관은 철
회통지의 수령 후 즉시 이를 회원국에 회람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등록
을 취소한다.

(3) 수수료 기타 비용(fees and costs)
통지 및 그 변경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담당위원회’가 수
수료 수입만으로 담당기관의 다자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수수료의 액수를 정한다. 다자시스템의 마련 및 행정에 필요한 최초비용
은 담당기관의 예산에서 지출하며 추후에 수수료 수입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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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홍콩정부는 다자시스템의 마련에 필요한 최초비용(컴퓨
터시스템과 인터넷서버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마련비용)은 US$10,800이
며 연간 소요비용은 US$253,900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결과
WTO 다자시스템에의 등록비는 지리적표시 한 건당 US$180로 예측하였
다.90)
따라서 위의 계산에 따를 경우 지리적표시를 다자시스템에 등록하기
원하는 생산자단체는 국내등록신청시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약 23만원 정
도(US$1=1,300원으로 계산)의 다자시스템등록료를 지급하는 규정이 필요
하다.

(4) 연락소(contact point)
참여국은 국내연락소를 담당기관에 통지하여 자국의 지리적표시관련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기관은 통지된 참여국 및 비참여
국의 연락소관련 정보를 회원국에게 회람하고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90) TN/IP/W/8, p.9. 위의 계산의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등록지리적표시의 최대수: 10,000.
- 연간 통지의 최대수: 1,000.
- 갱신기간: 10년.
- 등록지리적표시의 70%가 갱신됨.
- 등록지리적표시의 1.5%가 10년 내에 개정 또는 변경됨.
- 모든 컴퓨터장비의 감가상각기간: 10년.
- 지리적표시등록을 위한 형식적 심사에 필요한 인원: 2명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와 1
명의 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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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의 검토
1.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의 내용
2003년 9월 19일에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상표법 개
정의 목적은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으로서91)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92) 아래에서는 상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의
내용과 함께 TRIPs 협정의 관련부분을 살펴본다.

가.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
원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그러나 지정상품과 지리적명
칭의 특성 사이에 연계성(이하 ‘연계성’이라 한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
리적명칭에 2차적 의미, 즉 식별력이 부여되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인정
할 수 있다(법 제6조 제2항). 개정안 은 “지리적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의
경우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6조 제3항). 지정상품과 지리적명칭 사이의
연계성이 이미 수요자들 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 제6
조 제3항이 없더라도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정안 제6조 제3항은 지리적명칭과 그 지정상품의 특성 사이의
연계성에 관한 인식이 아직 소비자들 간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미
91) ‘단체표장’이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
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거
나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
92) 특허청은 개정의 목적을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단체표장권자도 단체표장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표장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단체표장권자의 감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법 개정 공청회」(2003. 9. 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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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상표법을 이용하여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지리적표
시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된 경우에, 당해 지
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였는데(안 제2조
제7호), 이는 TRIPs 협정 22.1의 지리적표시의 정의를 번역한 것이다.93)
TRIPs 협정은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어느 법을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
제를 회원국의 결정에 맡겼다.94) 또한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는 지식재
산권에 속하며,95)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이므로96)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상표법을 이용하는 것은 TRIPs 협정의 위반이 아니다.

나. 등록절차 및 요건
“지리적표시에 관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
체표장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안 제9조 제3항 제2문), 단체표장등록
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등록거절사유 및 보완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93)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94) TRIPs 1.1: “Members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within their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95) TRIPs 1.2: “...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are the subject of Section 1 to 7 of Part II.”
96) TRIPs 전문: “Recogniz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rivat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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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일반적인 단체표장의 경우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이하 “동종업자 등”이라 한다.)”로 구성된 법인이 단체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지만,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
용할 수 있는 동종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안 제3조의2).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
중 누가 특정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가의 기준은 등록출원서에 첨
부하여야 하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조의
2).97)

(2) 등록거절사유
개정안은 기존의 등록거절사유(법 제23조 제1항)에 ①개정안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 ②출원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동종업자만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③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단체의 가입을 허
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 ④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상표법시행
령 제1조의2)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제7호)를 추가하였다. 즉, 추가된 등
록거절사유는 지리적표시의 개념과 정관에 관련된 사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정관에 관하여는 수정정관제도(안 제17조의2)를 도입하여 보정기
간(법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이내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

97) 상표법 시행령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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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의 효력과 무효 및 취소심판사유
(1) 등록의 효력
단체표장등록을 하면 법인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데(안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자가 단체표장을 침
해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청구(법 제67조), 금지청구(법 제65조) 및 신용
회복(법 제69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법 제93조).

(2) 무효심판사유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71조), 개
정안은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사유를 추가하였다. 즉, 출
원법인이 특정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동종업자만으로 구성되지 아
니하였는데 등록결정을 하였거나(안 제71조 제1항 제1호), 등록 후 원산지
국가에서 그 지리적표시의 보호 또는 사용이 중단된 경우(동조항 제6조)
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IPs 협정 24.9도 회원국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에서 사용 또는 보호가 중
지된 지리적표시의 보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3) 취소심판사유
개정안은 설정등록 후에 부당한 단체가입 및 단체가입불허의 경우와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한 오인을 초래한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3조 제1항). 즉, ①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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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 대하여 단체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제11호), ②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가입을 허용한 경우(제11호), ③소속단체원의 정관
위반행위로 인한 오인․혼동초래(제5호), ④제3자의 오인․혼동초래행위에
대한 조치해태(제10호), ⑤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혼동방지표시
해태(제12호)의 경우를 취소심판사유로 정하고 있다.

라. 유사표장과의 관계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외
상표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또는 상표권 소멸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단체표장인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표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법 제7조 제1
항). 그러나 개정안은 동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지정상품의 유사상품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미등록 저명 지리적표시의 보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되지 아니한 저명 지리적표시를 타
인이 상표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①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
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
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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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
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3) 지리적표시에 관한 단체표장권의 효력 제한
상표법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법
제51조) 개정안은 그 내용을 추가․삭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음의 경
우 제3자가 단체표장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도 상표권의 침
해가 아니다:
①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안 제51조 제2조․법 제51조 제1호).
TRIPs 협정 24.8은 일반공중을 오도하지 아니하는 한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는 타인이 자신 또는 전영업자의 이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보통명
칭․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안 제51조 제2조․법 제51조 제2호)
③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안 제51조 제2조․
법 제51조 제4호)
④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안 제51조 제2항 제1호): 지리적표시가 얻는 식별력은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한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이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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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
용하는 상표(안 제51조 제2항 제2호): TRIPs 협정 24.6은 지정상품의 이름
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에 대하여는 지리적표시의 보호의무를 면
제하고 있다.
⑥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표시로서 지리적표시의 정의(안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합치되는 지
리적표시(안 제51조 제2항 제3호). 이는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법인의 구성
원은 아니지만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요건에 합치되는 사용을 하는 자를
위한 규정이다.99)
⑦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안 제51조 제2항 제4호): 이는 지리적표시의 등록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권자 사이의 이익
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TRIPs 협정 24.5은 상표의 선출원자가 선의
인 경우, 그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에는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미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TRIPs 협정 24.4에 의하면 특정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를 선사용자가 1984년 4월 15일부터, 또는 1994년 4
월 15일 이전부터 선의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지리적표시의 보호의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지리적표시에 관한 단체표장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의 침해행위를 규정

98)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앞의 자료, 12면.
99)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앞의 자료,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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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안 제66조):
① 타인의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
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
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
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단체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5)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안은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즉 “타인의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
표시 또는 미등록 지리적표시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해당 지역
이 다른 지리적표시”의 경우 단체표장으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 제6항, 제8조 제6항, 제7항 및 제8조 제2호). 단 2 이상의 동음이의
어 지리적표시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 및 그 단체
원은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
여야 하며(안 제90조의2), 이에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심판사유가 된다
(안 제73조 제1항 제12호). TRIPs 협정 23.3은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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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구속적 다자시스템 채택에 대비한 개정안의 보완사항
지금까지 다자시스템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 및 의장안의 내용,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과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장의 결론으로서 의장안 중 구속적 시
스템이 채택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안의 검토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의장안은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의 등록만을 다루고 있으
나, 장기적으로 WTO에서 포도주 및 증류주 이외의 생산물 및 가공품에
관한 지리적표시등록의 논의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자시스템이 적용되
는 지정상품을 포도주 및 증류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논의를 한다).

가. 지리적표시의 개념
의장안도 다자시스템의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지리적표시를 TRIPs 협
정 22.1을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므로(의장안 2.1(b)) 의장안이 채택되는 경
우에 단체표장등록된 지리적표시는 다자시스템의 통지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지리적표시등록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의 보완
개정안과 다자시스템 모두 등록대상인 지리적표시의 개념을 TRIPs 협
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상표등록심사와는 달리 ‘지정
상품의 특성과 지리적표시의 해당지역간의 연계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현
재 특허청의 상표등록심사인력은 ‘연계성’의 심사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
족하며, 지정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1차산업의 생산물 및 가공물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심사할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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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특정 지정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지정상품의 재배
방법, 재배지역, 표준화과정, 품질관리 및 포장, 유통의 전 과정에 걸친 실
사가 필요한데, 이는 최소한 수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지리
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등록심사를 위하여 지정상품 관
련 전문가와 특허청의 심사관들로 구성된 ad hoc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다. 단체표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의장안은 지리적표시의 다자시스템등록을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영문표
기 및 의미의 영문번역, 생산지역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비하
여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에 위의 사항을 포함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라 . 다자시스템의 이의신청절차의 반영
의장안 중 구속적 다자시스템은 다시 Option B1(EU안)과 Option B2
(헝가리안)로 구분되며 그 차이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이의신청사유는
①지리적표시의 개념요건 불충족(TRIPs 협정 22.1), ②오인유발(TRIPs 협
정 22.4), ③관용명칭화(TRIPs 협정 24.6), ④지리적표시로서 선사용(TRIPs
협정 24.4), ⑤상표로서 선출원 또는 선사용(TRIPs 협정 24.5)으로 법정되
었는데, 선사용 및 선출원 사유(사유④와 ⑤)는 Option B2만 정하고 있다.
위의 이의신청사유와 우리 상표법 및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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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의신청사유와 상표법/개정안의 비교
이의신청사유
①지리적표시

상표법 / 개정안
조항
․무효심판․등록거절사유(등록요.건) 법6①iii․iv/안6③

개념 불충족
②오인유발

․등록거절사유
안23①v
․무효심판․등록거절사유(등록받을 법7①xi/안7①xv․xvi
수 없는 상표)
법7①viii/안7①단
․무효심판․등록거절사유(등록요건) 법6①ii

③관용명칭화

․효력제한사유
안51②ii
④선사용․선출원 ․무효심판․등록거절사유(등록받을 법7①vii/안7①단
수 없는 상표)

의장안 Option B1은 위의 사유①~③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신청 후 철회한 회원국은 그 사유를 근거로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의장안 Option
B1. 4(b)), 특허청에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 또는 등록거
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WTO의 다자시스템에 특
정 지리적표시가 등록통지된 이후 회람된 즉시(의장안 2.6) 이를 공고하고
동일한 지정상품 또는 동일․유사한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권자인 법인에
게 통지할 의무를 특허청장에게 부여하여 그 이후의 협상(의장안 3.1.3)
또는 중재(Option B2. 3.1.4(b))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100)
단체표장권자가 우리 특허청에 대하여 WTO의 다자시스템의 ‘담당기

100) 이와는 별론으로 의장안 Option B2의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이의사유에 대한 인
정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및 노력이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Option B2에 의하면
중재절차에서 지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이의신청사유의 부존재 ‘추정’에 불과하다. 즉, 이
경우 문제의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 거절 또는 무효에 필요한 입증책임을 특허청 또
는 우리나라의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국내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의 부담비용이 다자시
스템에서의 중재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클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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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청구권’을 규
정하고 청구사유로서 의장안의 이의신청사유를 열거하는 규정도 필요하
다. 그리고 특허청이 위의 공고, 통지 또는 이의신청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하여야 한다.

마.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동음이의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라틴문자사용국가보다는 중국과 같
은 한자사용국가들과 분쟁가능성이 있다.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
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표시가 사용되는 경우인데, EU안(D.2)
과 미국안(2.1.4)은 모두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의장안에는 해당규정 없음.). 그런데 EU안은 TRIPs 협정 22.4의 적
용을 전제로 하므로,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도 등록신청된 지리적표시 상호
간에 혼동가능성이 있으면 아니된다. 결국 이 문제는 개정안 제90조의2가
규정한 혼동방지표시의 혼동방지정도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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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현재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 중의 하나는 지구촌적인
(global) 경제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적(local) 생물다양성과 문화다
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협약으로는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있다.
다자간무역협상이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의 결과
물로서 1994년에 체결되고 지금은 WTO에서 집행 중인 TRIPs 협정은 국
제거래를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식재
산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1992년 브라질의 리
우 정상회담에서 채택되고 2003년 9월 현재 무려 168개국이 서명한 CBD
협약에서는101)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 하게 이용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102)
그러나 광역적 발전과 국지적 다양성의 보존사이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이미 1990년 후반부터 계속하여
101) http://www.biodiv.org/world/parties.asp (2003년 9월 9일 방문)
102) CBD 협약의 제1조는 협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o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provisions, ar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y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y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those resources and to
technologies, and by appropriate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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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이에서는 갈등양상을 노정하여 왔다. 즉, TRIPs 협정과 CBD협약은 기
술이 풍부한 선진국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사이에 다양한 논
쟁을 불러 일으켰다. 예컨대, 미국은 CBD협정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인도와
같은 국가의 농부들은 TRIPs 협정 제27조의 요건에 대하여 저항의 표시
로 강렬한 시위를 전개한 적도 있다.103)
특히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
고 있다. 말하자면, 동항이 WTO 발효일로부터 4년 후 검토(review)할 것
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견해가 다르
다.104) 본래 ‘4년 후 검토’를 규정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는 시
기만 하더라도 생명공학적 상품수준이 어떻게 발전될지 예견할 수 없어 4
년간의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었다.105) 이에 대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동조항의 review를 review of
provision으로 보아 실질적인 검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본조항의 review를 review of implementation으로 해
석하여 체약국의 제도이행여부에 초점을 두면서 본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review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대립은 생명공학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이익을 “공유”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의도와 생
명공학 “자체”에 대한 보호수준을 확대하고 강화를 꾀하려는 선진국의 계
산이 맞물려 있었다.106)
103) Charles R. McManis,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11 Cardozo Journal of
Comparative Law 547, 547-548(2003).
104)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05) Nuno Pires de Carvalho, The TRIPs Regime of Patent Rights 185-18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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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를 위한 논의는 1999년 4
월과 2000년 3월

TRIPs 이사회에 의해 2차례 개최되었다. 그 중에서

2000년 개최된 이사회에서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와 관련하
여 논의할 사항을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하였다.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 규정과 개발과의 관계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에 의한 특허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
― 식물변종의 독자적 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
― 생물체의 특허성여부에 관한 윤리적 사항
―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련성
― 전통지식의 개념과 농부의 권리간의 관계107)

2001년 11월 14일 도하(Doha)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는 TRIPs 제27조
제3항(b)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각료선언문 제19
항에서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 또
는 제71조 제1항에 의거한 TRIPs 협정의 이행사항의 검토를 포함하는 작
업프로그램 및 본 선언문 제12항에 의거한 작업에 따라서 특히, TRIPs 협
정과 CBD과의 관계,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기타 제71조 제1항
에 따라 회원국이 제기한 새로운 개발사항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다. 동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TRIPs 이사회는 TRIPs 협정 제7조와
106) 문삼섭, 앞의 논문, 29면.
107) Paul Vandoren, The TRIPs Agreement: A Rising Star?, 4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307, 31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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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개발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108)고 규정하고 있다.
각료선언문 제19항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 볼 때 TRIPs 협정 제27조 제
3항(b)와 관련하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다.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상의 특허대상이 되는 동․식물과 그러하지 않는 미
생물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 및 식물변종의 보호를
「식물변종의

보호체제를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에 한정하느냐의 여부 등이 쟁점사항으로 제기되었으며 또한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그리고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과제로 삼고 있다.109) 따라서 이하에서는 도하각료선언문에서 협의사항으
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주제인 ①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
②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와 ③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08) 본 선언문 제19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in
pursuing its work programme including under the review of Article 27.3(b),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under Article 71.1 and the work
foreseen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to examine, inter al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and other relevant new
developments raised by members pursuant to Article 71.1. In undertaking this work,
the TRIPs Council shall be guided by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s
7 and 8 of the TRIPs Agreement and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dimension.”
109)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DDA관련 지재권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2003.3),
4면[이하 「협상동향」으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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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
1.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소개
가.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규정
TRIPs 협정에서 특허의 대상을 다루고 있는 제27조는 일정한 예외와
조건하에 모든 기술분야에서 상품(products) 또는 제법(process)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발명지, 기술분야, 상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라 차별 없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10)
TRIPs 협정은 이러한 특허대상의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27조

제3항이다.

동협정

제27조

제3항(b)는

“미생물

(micro-organisms) 이외의 동물과 식물”과 “비생물학적 내지 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것으로 동․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
법”(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을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동물 또는 식물의 신품종을 창출한 경
우에도 동물 또는 식물 그 자체는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
만, 식물변종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식물변종은 특허권, 독자
적인 개별시스템(sui generis system), 또는 양자의 혼합적인 형태에 의하
여 보호할 것을 회원국에게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111) 이처럼 회원국은
110) TRIPs 협정 제27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
111)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may also ex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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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변종의 보호에 있어서는 3가지 형태의 보호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
으므로 그만큼 유연성을 가진다.112)

<표 7> TRIPs 제27조 제3항(b)의 요약
특허에 의한 의무적 보호대상

특허보호로부터 제외가능대상

미생물

미생물 이외의 동물

비생물학적 방법

미생물 이외의 식물

미생물학적 방법
식물변종(선택적임)

동․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
로 생물학적인 방법
식물변종(선택적임)

출처: Graham Dutfield, Sharing the Benefits of Biodiversity: Is There a
Role for the Patent System?, 5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899,
904(2002).

둘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이라 함은 인위적인 기술개입
(technical intervention)없는 생물의 생성방법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는 교배 또는 도태의 방법 등과 같이 전적으로 자연현상에 기인하는 생물
의 생성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식물 또는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재배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참고로 원문에서 제외를 의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may"를 사용하고 있다.
112) 오윤석, “植物遺傳資源의 保護와 關聯된 TRIPs協定의 問題點과 改正必要性 檢
討,”「지식재산 21」통권 제78호(특허청, 2003), 90-92면[이하 “TRIPs協定”으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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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육성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생성된 식물 또는 동물의 신품종은 특
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그
러한 발명에는 반복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허법 제31조 참
조). 예외적으로 그러한 생성방법이 미생물학적이거나 그러한 방법에 의
해 생성된 산물이 미생물인 경우에는 특허능력이 있다.113)
셋째, TRIPs협약에서 특허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것도 회원국이 국내
법에서 특허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114)

나. 유사협약 내지 법령과의 비교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제53조 제(b)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동협약 제53조
제(b)항은 먼저 동식물의 변종 또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동식물의 생
산방법에 관해서는 유럽특허는 허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러한 규
정은 미생물학적 방법이나 이를 통한 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115)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은 EPC 제53조 제(b)항과 다
음의 2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TRIPs 협정에서는 식물변종이 특
허대상이 될 수 있으나 EPC에서는 식물변종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되어
서는 안 된다. 둘째, EPC에서는 식물변종을 제외하고는 식물과 동물이 특
113) 朴成浩. “우리나라의 生命工學特許制度와 ‘遺傳資源’의 보호문제―TRIPs 협정 제
27조 제3항(b)의 재검토와 관련하여―,”「漢陽法學」第10輯(漢陽法學會, 1999), 134-135면.
114) 荒木好文,「圖解 TRIPs協定」(社團法人 發明協會, 2001), 55頁.
115) 유럽특허협약 제53조 제(b)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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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상이지만 TRIPs에서는 식물과 동물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TRIPs 협정에서 식물의 변종만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
로 WTO 회원국은 동물의 변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뜻한
다.116)
한편, 독일도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와 EPC 제53조 제(b)항과 같
은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특허법(Deutsches Patentgesetz) 제2
조 제2호는 “동식물의 변종 또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동식물의 생산공
정은 특허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방법이나 이를 통한 생산물,
변종식물보호법에 첨부된 변종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변종식물의 발명이나
그러한 변종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117) 1998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생명공학관련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제4조 제1항(b)도 “(a) 식물 및 동물의 변종; (b) 식물과 동물
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18)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침도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
과 유사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특허법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다
만 우리 특허청은 1998년 3월부터 시행중인「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
준」은 머리말부분에서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 특허란, 직접 또는
116) de Carvalho, supra note[105], at 178 n.483.
117) 독일특허법 제2조 제2호의 번역은 朴成浩, 앞의 논문, 134면 주7)을 전재한 것이
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Pflanzensorten oder Tierarten sowie für im wesentlichen
biologische Verfahren zur Züchtung von Pflanzen oder Tieren. Diese Vorschrift ist
nicht anzuwenden auf mikrobiologische Verfahren und auf die mit Hilfe dieser
Verfahren gewonnenen Erzeugnisse.”
118) 동지침 제4조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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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자기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 즉, 자
기 복제력을 갖는 ｢생물｣, ｢유전정보｣ 및 그 ｢복제｣에 관련된 발명을 포
함하는 특허를 의미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경우의 생물에는 미생물, 동물,
식물을 의미하며 증식가능한 동․식물의 세포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119)

2. 미생물의 개념 및 각국의 입장
가. 쟁점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는 개념상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한 모호
한 개념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미생물”(micro-organisms)이다.120)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는 특허의 대상을 미생물과 생물로 양분하는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각국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하에서 특허의 의무적 허여대상이 미생물에
한할 뿐 기타 생물은 그러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생물의 개념영역
을 넓게 정의할 경우에는 기타 생물체가 특허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확대되며 반대로 좁게 정의할 경우에는 기타 생물체가 특허대상에서 제외
될 영역이 커진다.
119) 동 심사기준은 2000년에 개정되어 2001년 1월부터 시행중이지만 머리말부분은
2000년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120) Shari L. Boyd et al.,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novations Vers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Developing Countries at the Mercy of Multinationals?, 6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211, 2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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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국의 입장
이상과 같은 쟁점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특허의 허여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연구필요성을 지적하
고 있다.121)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은 미생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에 생명체에 대한 특허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이는 해당국가의 발전, 식량안보, 환경,
문화 등 여러 부문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미생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
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122) 예컨대, 2003년 제1차 TRIPs이사회에서
짐바브웨는 현행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미생물과 생물의 구분은
인위적이므로

미생물에

대한

정의

및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전자, 세포 등도 생물의 일부분이라는 점
에서 특허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생물에서의 혁신(innovation)은
발명이기보다는 발견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허가 허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123)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급변하는 생명공학분야에 회원국이 모
두 동의하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자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없어 오히려
불명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현행 TRIPs 협정 제27
조

제3항(b)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공학분야에서

오히려

유연성

(flexibility)을 부여한다는 견해이다.124)

121) 박진석, 앞의 논문, 14면.
122) 성기철, 앞의 논문, 30면.
123)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2003년 제1차 WTO/TRIPs 이사회 정례회의 및 특별
회의 참석결과」(2003.2.), 4-5면[이하「참석결과」로 인용함].
124)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참석결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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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거의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특허대상의 범위와 동물, 식물, 미생물의 구분법은 이제 CBD를 비롯하여
EPC 등과 같은 국제협약은 물론이고 여러나라의 국내입법에서 널리 수용
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아 미생물의 정의는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비추어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125)

3. 식물변종의 UPOV에 의한 보호여부 및 각국의 입장
가. 쟁점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는 회원국이 식물변종을 특허권, 개별시스
템, 또는 양자의 혼합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개가 없다. 특히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원문을 보면 “effective sui generis system”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여기서 어떠한 개별시스템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다. 이와 관련하여 UPOV가 식물변종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개별시스템
인가 내지는 더 나아가 UPOV를 TRIPs 협정내에 편입시켜야 하는가의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125)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협상동향」,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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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POV의 개요
식물에 관련된 기술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 및 “육종된 식
물” 즉, 식물신품종 내지 식물변종로 양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후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126)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식물신품종
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61년
유럽국가가 중심이 되어 파리에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UPOV를 체결하였으며, 동협약은 1968년에 발효되었다. UPOV의 체결
은 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식물신품종에 대한 특허법상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UPOV는 그 후 1972년, 1978년과 1991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
인 협약은 1991년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7일 동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2002년 1월 7일 발효하였다. 한편, UPOV는 동협
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법인
격을 취득하였으며, 체약당사국으로 구성되는 UPOV동맹체제를 창설하여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다. UPOV동맹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동맹 내에 영구기관(permanent organs of the Union)으로서 이사
회(Council)와 사무국(Office of the Union)을 설치운영하고 있다.127)
1991년 UPOV협약의 내용으로서 핵심적인 것은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 동일한 식물품종이 특허나 식물육종권의 두
가지 보호를 동시에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보호금지(prohibition
126) 윤선희, “식물특허―식물발명과 보호법규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중심으로―,”「産
業財産權」제11호(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03), 133-134면.
127) 오윤석,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 「지식재산 21」통권 제76호(특
허청, 2003), 60면 주 37)[이하 “식물유전자원”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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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double protection)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식물품종에 대한 권
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축소하여

식물육종가의

권리(plant

breeders' rights: PBRs)의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128)
본래 식물육종의 보호시스템에서는 보호받는 식물품종에 대하여 권한
없이 이루어지는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
는 신품종을 생산 내지 개량하거나 과학적 연구활동을 위하여 보호품종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육종가의

면제129)

(breeder's exemption)가 있으며, 둘째 보호품종의 재배로부터 얻어진 품
종을 자신의 농장에 재사용 하고자 하는 농부의 행위를 허용하는 농부의
특권(privilege of farmers)이 있었다.130)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식물품종에
대하여 특허와 같은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식물육종가의 권
128) 1991년 UPOV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에 개정된 UPOV는 품종
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식물신품종은 특허법과 개별시스템에 의하
여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분쟁시에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보호대상식물에 대해서는 모든 속(Genus) 또는 종(species)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
다. 즉, 1978년 협약에 비하여 보호대상식물의 수를 늘렸다. 넷째, 품종을 등록신청하기 전
의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도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1년 정도, 다른 협약 국가에
서는 4년 정도, 그리고 수목과 덩굴류에 대해서는 6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품종
등록심사를 함에 있어서 육종가가 제출한 성적과 서류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
섯째, 품종보호를 위한 신청시점과 등록설정이 되기까지의 기간 중에도 조건부 보호가 가
능하다. 일곱째, 농민의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보호여부는 각국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허용하고 있다. 여덟째,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적절한 권리를
취득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 그로부터의 최종생산물에 대해서는 로열티와 같은 부분적인
권리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질적인 파생품종(essentially derived variety)에 대
해 원래의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아홉째, 보호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 수
목, 덩굴류는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였다. 열째, 공무원이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육성 또는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도 각국의 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선희/
이봉문,「생명공학(Biotechnology)시대의 식물특허 개선방안 연구」(한국발명진흥회 지식
재산권연구센터, 2001), 19-20면.
129) “육종가의 예외”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최근진, “우리나라의 식물품종보호제도 현
황 및 식물특허와의 차이,” 「지식재산 21」 통권 제78호(특허청, 2003), 198-199면.
130) 오윤석, “식물유전자원,” 61면. 농부의 특권이 인정되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계속
하여 존재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작물을 개발하고 개량을 담당하여 온 농부의 공헌과 기
여를 존중하자는 뜻이 숨어 있다. 오윤석, “식물유전자원,” 61면 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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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다는 특허에 의한 보호를 강력히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허법에서는 어느 특정한 식물품종이 특허권을 인정받았다면 특허물질의
권한없는 사용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예컨대,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소유권
자는 그 품종으로부터 본질적으로 파생된(essentially derived) 품종에 대
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육종가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UPOV는 농부의 특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체약
국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서 농부의 특권을 허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131)
식물육종가의 권리라 함은 정부가 식물품종보호권을 부여받은 식물육
종가에게 인정한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하나. 따라서 그는 타인에 의한 특별한 식물품종물질을 생산하
는 행위나 상업화를 배제할 수 있다. 이처럼 식물육종가는 특허에 의해
식물품종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육종가”의 정의에
식물품종의 “발견자나 개발자”가 포함된다. 식물육종가의 권리를 취득하
기

위해서는

성”(uniformity),

“신규성”(novelty),
“안정성”(stability)을

“구별성”(distinctness),
비롯하여

“고유한

“균일
명

칭”(denomination)이 있어야 한다.13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UPOV와 우리 특허법을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31) 오윤석, “식물유전자원,” 61면.
132) 오윤석, “식물유전자원,”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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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UPOV와 우리나라 특허법의 비교
구 분
보호대상

요건

보호기간

U P O V

특 허 법

모든 종, 속의 식물품종

새로운 변종식물
(무성번식)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록 후 20년(수목/덩굴 25년)

보호품종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품종
보호품종의 반복적 이용에 의해
보호범위
생산되는 품종
본질적으로 유래된 품종
육성자의 권리가 수확물에 까지
미침
육종자의 모든 본질적으로 파생된 품종에는
면제
적용되지 않음
농민의
각국의 재량에 맡김
특권

등록 후 출원일로부
터
20년

보호대상의 상업적
이용

불인정
불인정

주: 우리 특허법은 제31조에서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성번식
(asexual reproduction) 식물발명만을 특허보호의 대상이 된다. 유성번식 식물을
포함한 식물신품종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된다.
자료: 윤선희/이봉문,「생명공학(Biotechnology)시대의 식물특허 개선방안 연
구」(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1), 21면; 허남혁,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의 진로―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세계의 저항―,”「농민과 사회」통
권 제22호(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0),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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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물변종의 UPOV에 의한 보호에 대한 각국의 입장
개발도상국은 식물변종에 대한 보호제도는 새로운 종자 및 품종에 대
한 농부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종자회사들이 거대 다
국적기업으로 인수합병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식물변종에 대한 효
과적인 개별시스템을 UPOV에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133) 예컨대,
인도, 태국 등은 현행 TRIPs 제27조 제3항(b)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식량
수급 등 각국의 사정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식물변종에 대한 보호를 단지 UPOV에 의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또
한 농부의 권리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34) 반면에 생
물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은 제27조3(b)와 관련
하여 식물변종보호와 관련한 별도보호시스템은 UPOV가 효과적이라는 입
장을 재차 표명하였다.135) 우리나라도 식물변종 보호에 관해서는 선진국
과 거의 동일한 입장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생물의 개념정리와 식물육종자의 권리
강화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확산되는 생명공학 특허의 피해자이면서도 불구
하고 선진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생물
133)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협상동향」, 10면.
134) 박진석, 앞의 논문, 14면.
135) 박진석, 앞의 논문,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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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충분히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사고 위에 기초하고 있
다.136)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법 상에는 미생물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허여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동법의 시행령에서 미생물발명이 특
허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 대법원판
례에서도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137) 또한 미생물의 개념에
관해서도「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138) 한편,
유성번식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UPOV를 기준으로 하여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여 1997년 12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139)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재검토
문제와 관련하여, 그 재검토 협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책을 세워
야 한다거나, 또는 추가로 법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입법적 과제는 필요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있다.140) 사실 종자산업이 우리나라에
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고 실제 농민들은 대부분의 종자를 구
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TRIPs 제27조 제3항(b)의 개별시스템을
UPOV에 한정한다고 해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141)
그러나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은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136) 허남혁,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의 진로―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세계의 저
항―,”「농민과 사회」통권 제22호(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0), 154-155면.
137)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후34 판결.
138) 동 심사기준은 미생물을 “바이러스, 세균, 방선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 조류, 동식물의 분화되지 않은 세포 및 조직 배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139) 丁相朝, “通商問題로서의 知的財産權,”「通商法律」通卷 第33號(法務部, 2000),
50-51면; 최근진, 앞의 논문, 182-183면.
140) 朴成浩, 앞의 논문, 143면.
141) 허남혁, 앞의 논문,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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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변종의 개발과정에서 현대 과학기술자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더
라도 그동안의 농업분야에서 기여해온 농민의 수고를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식물변종의 최종개발자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이다. 둘째, 종자산업이 다국적기업의 영향을 많
이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는 우리 토종종자의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화하여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식물품종보호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필수적
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142)

142) 허남혁, 앞의 논문,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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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1. TRIPs 협정과 CBD의 소개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TRIPs 협정과
CBD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TRIPs 협정이라 함은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약자이다. TRIPs를 직역하자면 함은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의 관한
협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부속서 1C를 말한다.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최소한 확보하여야 할 지식재산권의 수준에 대
하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RIPs 협정은 우선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파리조약
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파리조약의 보호수준을 전제로 하여
특허, 상표 등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해 권리행사에 관한 민사상, 행정상의 구제조치, 지식재산권의 취급 및 유
지절차, 분쟁해결절차,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143)
TRIPs 협정의 보호대상은 동 협정의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 규정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144) 여기서 제2편 제1절부터 제7절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및 상호권, 지리적 표

143) 荒木好文, 前揭書, 1頁.
144) TRIPs 협정 제1조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are the subject of Sections 1 through 7 of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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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관한 권리, 의장권, 특허권, 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미공개정
보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공해 및 자연자원이 과도하게 개발되면서 환경파
괴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환경파괴로 인하여 생물종과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회의
에서 생물다양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CBD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동협약은
문자그대로 세계 여러나라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환경협약이기는
하지만 경제협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CBD는 환경보
전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수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 이익분배, 토착민 내지 공동체(이하 “전통적 공동체”(traditional
community)로 줄임) 전통지식 등의 사안들을 새로운 이슈로 포함하고 있
다.145)

2.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의 쟁점과 각국의 입장
가. 쟁점
TRIPs 협정과 CBD는 각각 다른 고유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서
는 양자가 양립가능 하다. 그러나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TRIPs 협정과 CBD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분야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145) Mark A. Drumbl, Poverty, Wealth, and Obligat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76 Tulane Law Review 843, 88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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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BD는 제1조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을 보존 및 유지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
익의 형평한 공유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충돌할 여지가 있다. 여기
서 CBD와 TRIPs의 차이점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146)
첫째, CBD는 생명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사적인 재산권
과 이익에 우선하고 있으나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요컨대, CBD는 유전자원 등의 금전
적 재산권화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CBD는 전통지식의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경우의 이익공유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TRIPs 협정에는
이익공유를 위한 어떠한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셋째, CBD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하여 주권(sovereign
right)을 소유하므로 그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등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만 TRIPs 협정에서는 사적 재산권으로서
의 지식재산권을 규정할 뿐 국가의 주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문을
두지 않고 있다.
넷째, CBD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의 이전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생명공학관련 기술의 제공과 이전은 물론이고 개발

146) 이러한 차이점은 尹美京/崔允僖,「DDA TRIPs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
의 대응」(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2), 49-51면을 바탕으로 李哉協, “生物多樣性協約에서의
遺傳資源의 接近權과 利益共有,”「通商法律」통권 제41호(법무부, 2001), 198-200면;
Gerard Bodeker,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digenous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Benefit Sharing, 11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790(2003); Remigius N. Nwabueze,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digenous Culture: Ethnopharmacology, Patent and the
Politics of Plants' Genetic Resources, 11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585, 604-605(2003); Vandoren, supra note[107], at 318-319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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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관련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이 협약에 반하지 않도록 국내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할 것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에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관련한 의무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TRIPs 협정은 사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기술 분
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상의 보호를 보장하고 생명체 및 식물다양성에 대한
사적 지식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CBD에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공평한 이익의 공
유(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를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자원제공국에 의한 사전통고합의와 상호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TRIPs 협정에서는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지식
재산권에 의해서만 보호된다. 이처럼 TRIPs 협정은 사전통보합의 및 특허
소유자와 자원제공자 간의 이익공유 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상의 차이점을 도식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표 9> TRIPs 협정과 CBD 체계 및 주요내용의 상호비교

규범의
성격
규범의
대상
규범의
목적
규범의
기준가치
지식재산권
자원주권
이익공유

TRIPs

CBD

국가간 협정

선언적 규범

신상품, 생명공학기술 등

생물다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사용가치, 생산적 가치,
선택적 가치

비사용가치, 간접적
가치

적극주장
부정
부정

부정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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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허남혁,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의 진로―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
세계의 저항―,”「농민과 사회」통권 제22호(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0), 151면.

나. 각국의 입장
개발도상국은 현행 TRIPs 협정이 다자협약인 CBD의 관련규정과 상호
배치된다고 보아 TRIPs 협정이 CBD의 관점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
또는 제29조(특허의 공표 조건)를 개정하여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에 대한 공개, 유전자원 소유자의 동의 확보,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증거 등을 강제공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47) 예컨대, 인
도는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은 물론이고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도 같은 취지에서 생물해
적행위(biopiracy)를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출원서에 출처공
개, 이익공유,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8)
한편, 선진국들은 대체로 TRIPs 협정과 CBD가 목적과 관장하는 분야
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충돌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
된 구체적인 증거도 충분치 않으므로 TRIPs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 출처의 공개의무를 제도화하자는 견
해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법적 요건화하는 것은 특허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안이며 이익공유 등의 문제는 국내법상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견해이다.149)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는 신기술의

147) 김시형, “DDA 협상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21」 통권 제72호(특허청, 2002),
10면; 尹美京/崔允僖, 앞의 책, 43면.
148)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참석결과」,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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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화를 저해하고 출원인에 대하여 추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
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적 계약을 통해 이익공유의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적 계
약은 협약이나 다른 조약보다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고 계약
파기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150)
우리나라는 TRIPs 협정과 CBD는 각각 고유한 목적과 관장하는 분야
가 있으므로 충돌할 충돌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TRIPs를 개정할 필요
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151)

3.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는 TRIPs 협정과 CBD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개발
도상국은 TRIPs 협정과 CBD은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TRIPs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반면에 선진국은 양협정은 상호 보완적이어
서 충돌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입장을 같이 하
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리전개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첫째, CBD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TRIPs 협정에는 없다는 것

149)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협상동향」, 11면.
150)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참석결과」, 6면.
151) 성기철, 앞의 논문,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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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드시 양 협정의 충돌가능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CBD에는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TRIPs 협
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하지만 TRIPs 체제에서도 전통지식의 보호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152)
둘째, CBD는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의 규범체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컨대, CBD 제16조도 제2항은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기술접근 및 이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3) 이는 결국 지식재산권제도를 인정
및 존중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셋째, TRIPs 협정은 그 회원국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회원국의 정부는 지식재산권이 생
물다양성의 보전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은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154) 참고로 TRIPs 협정은 제27조 제2항은 “회원국은 회원국내에서
발명의 영업적 실시를 금지하는 것이 공서양속,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내지 건강의 보호,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
우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155) TRIPs 협정
152) de Carvalho, supra note[105], at 206. TRIPs 협정에서의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해
서는 이하의 제4절 참조.
153) 부상일,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조화로운 해석의 시도,” 「사법연수」
이십오호(사법연수원 자치회, 2000), 407-408면. 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case of
technology subject to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ccess and
transfer shall be provided on terms which recognize and are consistent with th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54) de Carvalho, supra note[105], at 206.
155) 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s may exclude from patentability inventions,
the prevention within their territory of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which is
necessary to protect ordre public or morality, including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o 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 provid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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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8조에서 회원국이 기업으로 하여금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
술에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대세금 및 우대이자율 등의 방법을 사
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 (b)는 국가가 일정한 경우에
“비영리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실시가 가능하다.156)
넷째, 기술에 의한 혁신이 생물다양성을 감쇄시키지는 않으므로 식물
변종과 같은 생물체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TRIPs 협정이 CBD와 충돌하지
는 않는다. 사실 농업동일성(agriculture uniformity)은 지식재산권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TRIPs 협정이나 UPOV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제지향적인
정책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자면, 많은 개발도상국은 몇몇 농작
물의 일모작을 광범위하게 도입한 바가 있는데 이는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에 의한 식물변종보호제도가 채택되기 이전의 일로서 다분히 당
해 국가의 경제정책의 일환에서 시행된 것이다.157)

such exclusion is not made merely because the exploitation is prohibited by their law.”
156) 부상일, 앞의 논문, 408면; de Carvalho, supra note[105], at 206. TRIPs 협정 제31
조(b)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requirement [of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may be waived by a Member in the case of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or in cases of public non-commercial use."
157) de Carvalho, supra note[105], at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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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1. 서언
TRIPs 이사회와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제시된 검토사항 및 CBD의 명
문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지식과 민간전승물의 개념정의 및 그 보
호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개념이 분명히 정
의되지 않고 있다. 그 보호방안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차이가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통지식의 개념확정은 그 보호방안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왜냐하면 전통지식과 민간전승물이 개념적으로 기존의 지식재
산권의 보호영역 속에 포섭될 수 있으면 특허제도에 의한 보호방안을 모
색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국이 보유한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
물의 양에 따라 그 보호방안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개념에 관하여 그 정의와 특색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 본 후 기존에 제시된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방안을 개관한 후에 각 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전통지식과 민
간전승물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전자를 중심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2.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개념
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정의
(1) 전통지식의 개념정의 및 CBD의 입장
어느 특정한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보호의 대상 및 범위

를 확정하는데 긴밀한 관계가 있다.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아직 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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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전통지식의
개념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를 다른 종류의 지식과 구분하여 정
의하기는 어렵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전통지식은 토착
민 내지 공동체(이하 “전통적 공동체”(traditional community)로 줄임)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칭으로 파악하기도 한다.158) 이와 같은 개념정의
는 CBD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CBD의 제8조(j)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knowledge)·혁신적

기술

(innovations) 및 관행(practices)”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다.159) 그리하여
CBD 제8조(j)를 고려한다면 전통지식은 “전통적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
행”의 준말로 이해될 수 있다.

158) Graham Dutfield, TRIPs-Related Aspects of Traditional Knowledge, 33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33, 240(2001). 전통지식을 전통적 공동체
의 지식이라는 성격 때문에 “전통지식” 대신에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Stephen B. Brush, Whose Knowledge, Whose Genes, Whose
Rights?, in Valuing Local Knowledge: Indigenous Peopl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4-5(Stephen B. Brush & Doreen Stabinsky eds., 1996).
159) 이와 관련된 CBD 조문인 제8조(j)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동조는 “각 협약당사국
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하게: 국내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
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Subject to its national legislation,
respect, preserve and maintain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promote their wider application with the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 holders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and encourage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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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개념과의 비교
“전통지식”과

상호

비교할

개념으로는

“유전자원”과

“민간전승

물”(folklore) 또는 “민간전승물표현”(expression of folklore)이 있다. 우선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라 함은 유전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물정보의
추출이 가능한 모든 대상의 자원을 뜻한다.160) CBD의 경우에도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 정의하고 있다.161) 여기서 유전물질
(genetic material)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기타 기원을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162) 유전물질의 예로서는 종자,
영양기관의 삽수(cutting), 영양기관의 번식재료, 기타 개개의 전체식물 등
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전자원과 유전물질을 비교하여 볼 때 전자는 후자
에 포함되는 개념이다.163) 여기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개념적으로 구
분하기 위하여 “십전대보탕”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십전대보탕을 제조
할 때 십전대보탕에 쓰이는 약초는 유전자원에 해당하고 약초의 종류, 첨
가비율, 약효 등 십전대보탕의 製法은 전통지식이다. “돌산갓김치”의 경우
에도 갓김치의 재료가 되는 돌산갓은 유전자원이며 그 갓김치를 담그는
방법은 전통지식이다.164)
CBD의 제8조(j)가 채택한 전통지식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전통지식에는
전통적 농업, 생물다양성 및 의약에 관련된 지식과 민간전승물이 포함된
다.165) 이처럼 CBD의 정의에는 민간전승물은 전통지식에 포함된다. 이와

160) 尹美京/崔允僖, 앞의 책, 26면.
161) CBD 제2조. “Genetic resources” means genetic material of actual or potential
value.
162) CBD 제2조 “Genetic material” means 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163) 오윤석, “TRIPs協定,” 100면 주59).
164) 이상정/조상혁/안효질, “傳統醫藥 分野의 法的․制度的 保障 方案 硏究,”「慶熙
法學」제36권 제2호(慶熙大學校, 2001),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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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UNESCO)가 채택한 “불법이용 기타 침해행위로부터 민간전
승의 표현물을 보호하는 각국의 국내(입)법을 위한 모델규정”(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이 있
다. 동 모델규정은 민간전승물의 개념정의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민
간전승물”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는 대신에 “민간전승물표현물”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66) 동 모델규정 제2조는 민간전승표현물은 공
동체의 전통적 유산의 특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제작물(productions)
로 정의하고 있다.167) 우리나라에도 전통지식을 민간전승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168)

이처럼

“전통지식”은

지식

(knowledge) 자체뿐만 아니라 그 표현(expression)도 개념적으로 포함한
다.169) 이상의 개념비교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65) Daniel J. Gervais, Spiritual but not Intellectual? The Protection of Sacred Intangible
Traditional Knowledge, 11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467,
494(2003).
166) 이호용,「포크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저작권연구
자료 3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12면.
167) Daniel J. Gervai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New Challenges
from the Very Old and the Very New, 12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929, 955(2002)[이하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인용함].
168)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
망―WIPO 정부간 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지식재산21」통권 제71호(특허청, 2002),
7면;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13면. 넓은 의미의 민간전승물을 전통지식과 동
일한 개념으로 보는 한편 협의의 민간전승물은 전통지식 중에서 주로 저작권과 관련되는
전통문학, 음악, 무용, 미술, 종교행사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전통지식”이라는 용어를 “민간전승물”이라는 용어보다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정/조
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13면.
169) 이처럼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상과 표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만 가
지고는 정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통지식”은 올바르지 않는 용어(misnomer)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de Carvalho, supra note [105], at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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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물의 개념비교

참고: 신정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
향 및 전망―WIPO 정부간 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지식재산21」통권 제71
호(특허청, 2002), 8면을 바탕으로 수정․변형하였음.

요약하자면,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의 총칭이다. 그
러므로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적활동의 산물이면 전통지식에 포
함된다. 그 실례로서는 전통의약, 전통식품 및 전통예술 등이 포함한다.
따라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전래되어 온 천연물치료법,170) 이집트벽화
의 문양, 북아메리카 남서부의 푸에블로(Pueblo)族의 일파인 호피(Hopi)族
의 가면극171) 등이 모두 전통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전통지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상당히 많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으로 한의학을 들 수 있다.172)
이하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민간전승물은 전통지식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보아 특별한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특히 WIPO의 입장과 베른
저작권협약에서 보듯이 민간전승물에 관해서는 특허 분야보다는 저작권
170) http://bric.postech,ac,kr/bbs/trend/9909/990929-3.html (2003년 8월 5일 방문).
171) http://my.dreamwiz.com/omi5/mask2-1.htm (2003년 8월 5일 방문).
172)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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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치우쳐져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173) 더욱이 본 보고서에서의
검토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174)

나.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특징
전통지식은 민족과 공동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민족과 공동체 내에서도 상이한 전통지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
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계속하여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지식은 그 지식내부에 나름대로의 독특
한 분류체계 및 자원이용의 관리체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인
존슨(Johnson)과 브러쉬(Brush)는 전통지식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서양과
학 내지 서양학문(Western science)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
다.175)
첫째, 전통지식은 관찰과 개인의 경험에 의해 습득되고 문화특수적
(culture-specific) 이다. 또한 전통지식은 공식적인 문서형식 보다는 구전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통지식의 소유자(author)를 확인할 수 없는

173) Michael Blackeney, What is Traditional Knowledge? Why Should It Be
Protected? Who Should Protect It? For Whom?: Understanding the Value Chain, 3
Wipo/IPTK/RT/99/3(Out. 6, 1999); de Carvalho, supra note[105], at 192; 베른협약 제14
조 제4항. 이에 관해서는 이호용, 앞의 책, 11-12면; WIPO, Intellectual Property Reading
Material, WIPO Publication No.476(E)(WIPO, 1995), p.256.
174) 이호용, 앞의 책, 21면.
175) Brush, supra note [158], at 4-5; Martha Johnson, Research on Traditional
Environmental Knowledge: Its Development and Its Role, in Lore: Capturing Traditional
Environmental Knowledge 3, 7-8(Martha Johnson ed., 1992)[Dutfield, supra note [158],
at 240-2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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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발생배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개 전통
지식은 서양과학보다는 주관적이고176) 덜 체계적이다.177)
둘째, 서양과학은 대개 共時的(synchronic) 자료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
지만 전통지식을 시행과 착오를 통한 通時的(diachronic)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처럼 전통지식에서는 오랫동안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정신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그
후 날마다 또는 계절마다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검증되고 개선됨에 따라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전통지식은 모든 물질의 구성인자는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가진
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지식에서는 인간을 기타의 생명체나 무
생물체 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형태의 생물체는
서로 상호의존적인 것이다. 즉, 서양과학은 예컨대, 식물의 분류를 種과
類로 나누는 것처럼 단계별로 조직화되고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
통지식은 세계에 대한 시각을 모든 생물체간의 사회 및 정신적 관계에 바
탕을 두고 바라보는 세계관에 기원하고 있다.
넷째, 서양과학은 축소․분할적(reductionist)이지만 전통지식은 옴살스
럽게 整合的(holistic)이다. 또한 서양과학은 분석적인 반면에 전통지식의
경우 사고의 방식이 직관적이다. 전통지식은 자원의 이용자에 의해 생성
된 자료에 기초한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다양한 현상 중에서 연구대상을
176) 서양과학은 객관적 실체와 감각이 개재하는 주관적 실체를 구분하는 데카르트학
파의 이원론(Cartesian Dualism)에 근거하고 있다. 이원론은 감각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검증가능한 실체만을 신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통지
식은 역사․문화적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John
L. Trotti, Compensation Versus Colonization: A Common Heritage Approach to the Use of
Indigenous Medicine in Devloping Western Pharmaceuticals, 56 Food and Drug Law Journal
367, 358(2001).
177) 브러쉬교수는 전통지식에 속하는 마야(Maya)의 민중식물분류법과 서양과학에 속
하는 린네식 식물분류법(Linnaeus)을 대비하고 있다. Brush, supra note [158],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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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해나가는 서양과학보다
더 포괄적이다. 요컨대, 서양과학은 定量的(quantitative)이나 전통지식은
定性的(qualitative)이다.

3.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방안
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논의의 연혁
이상의 전통지식의 개념정의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지식은 그
것을 개발하고 보전한 공동체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유산이다.178) 그러나
그 특성에서 보듯이 대개의 전통지식은 서면에 의한 보존보다는 개인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 구전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지
식은 원칙적으로 公衆의 領域(public domain)에서 개방되어 있다보니 특
정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
의 보유자가 대개 전통적 공동체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전통지식
은 대개 비정부적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179) 정부가
전통지식의 발전초기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작았다. 그 결
과 누가 그 지식의 소유자인지를 규명하기가 어렵다.180) 그리하여 전통지
식은 GATT의 무역관련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안건에서 제외되었다.

178) David R. Downes, How Intellectual Property Could be a Tool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25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253, 254(2000).
179) 그렇다고 하여 특정한 집단에 의해 전통지식이 소유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
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08면.
180) Downes, supra note [178], at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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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채택된 CBD가 명문으로 전통적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호
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CBD의 규정은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하
여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시선을 집중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181) 그리하여 전통지식의 보호를 주창하는 비정부기구
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지식에 대하여 세계
각국 및 정부간기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통
지식은 1998년 WIPO에 제기된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 도하
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의제에도 편입되어 있다.182)

나.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필요성과 그 문제점
전통지식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존의 공중의 영
역으로부터 새로운 공식적 보호체계 속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아무리 현
실적 내지 잠재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통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 시스템을 통해 무체재산으로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제대
로 현실화할 수 없다. 또한 전통지식의 소유자들은 지식재산권이 인정됨
으로 인하여 그들의 전통과 문화의 정합성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역동적
인 법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통지식을 상업화하여 재산
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전통지식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
181) 이러한 비정부기구라 함은 제3세계네트워크(The Third World Network: TWN),
국제농업진흥재단(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RAFI) 등이 있다. 李哉
協, 앞의 논문, 203면.
182) Dutfield, supra note [158], at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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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공정과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내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
고할 수 있다. 그 경우 연구소나 기업들은 전통적 공동체 또는 국가가 보
유하고 있는 풍부한 전통지식에 근거한 생물다양성에 접근하기란 용이하
게 될 것이다. 즉,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의 방법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
는 경우에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할 수 있다.183) 그러나 현재
전통적 공동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및 지식이 편취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공동체는 지식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것
을 염려한 나머지 그것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184)
법리상 특허권이라 함은 본래 새롭고(신규성) 진보된(진보성) 발명으로
서 산업 상 이용가능 한(산업응용성) 것에 대하여 부여된다.185) 즉, 발명자
는 그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상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선행기술에 비
하여 새로운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공지의 기술과는 달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제30조 참조). 이처럼 특허권은 단순한 발견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세
계의 많은 국가에서 존재하는 전통지식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규성
과 진보성 및 독창성이 떨어져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
다.186)
183)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An Overview, WIPO/GRTKF/IC/1/3(Mar. 16,
2001), at 27.
184) de Carvalho, supra note [105], at 198-199.
185) 참고로 TRIPs 협정 제27조 제1항은 “특허는 제품이던 제법이던 간에 신규성, 진
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모든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86) Gervais,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 955. 이 때문에 “전통
적”(traditional)이라는 의미는 신규성(novelty)의 결여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Dutfield, supra note [158], a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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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식재산권제도는 특정한 자연인의 지적창작활동을 보호하는 것
을 특성으로 한다.187) 본래 특허제도는 발명자로 하여금 그 발명을 공개
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특허권이라는 독점적․배
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188)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통지식이
공중의 영역에서 이미 개방되어 있다보니 그것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나
이익향유의 주체를 밝히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전통지식 자체도 서양과학에 비하여 증명성이 떨어지고 자료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으로 편입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이러한 법리적 보호의 가능성이 희박한 틈을 타서 전통지식을
보유한 개발도상국가의 동의 없이 다른 국적을 가진 자가 그것을 개발하
여 독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189) 특히 생물공학의 발전으로 전통지식을
이용한 제품이 세계시장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호가 첨예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190)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한다고 하
더라도 지식재산권에 의한 이익의 독점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남
아있다. 예컨대, 우리의 전통지식인 십전대보탕의 제법, 효능, 첨가비율 등
에 대하여 특허권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한 자에게 부여한다고 하자. 만약
에 그 특정한 자만이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십전대보탕을 제조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경우의 법적 타당성을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
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어느 기업이 십전대보탕의 제법을 공정화하여 정
187) 이와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88) 윤선희, 앞의 논문, 142면.
189) 권규우, “새천년 지식재산권 국제규범의 전망 및 우리의 대응―WTO/TRIPs 뉴라
운드 논의동향을 중심으로―,”「지식재산 21」통권 제58호(특허청, 2000), 29면.
190) N. S. Gopalakrishnan,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Need for a Sui
Generis Law in India, 5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725, 72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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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tablet)로 만든 후 그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하였다
고 하자.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실시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것
은 우리의 정서 상 허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십전대보탕의 제법 및 효
능, 그리고 첨가비율 등은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그 동안 국외자였던 미국 기업이 정제화하여 상품화하였다고
해서 그 이익을 독점화하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기
업의 정제화에 대한 노력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십전대보탕에 대한 제법
등은 우리의 전통지식이므로 그 이익을 특허권에 의해 미국기업이 독점하
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소비자가 십전대보탕의 정제를 구입하는 것
은 십전대보탕의 효능을 얻고자 할 뿐 정제 자체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상업화한 제품으
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
은 인정될 수 없다.191)
요컨대, 전통지식을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지식의 신규성 인정여부

191)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08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실제 존재하고 있
다. 예컨대, 1986년 미국의 과학자 겸 기업가인 로렌 밀러(Loren Miller)는 아야후아스카
덩굴(ayahuasca vine)의 변종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 덩굴은 아마존의 우
림지대에서 사만(shaman)들이 오랜 세월동안 치료용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많은 아
마존 부족들은 이 덩굴을 그들 신앙의 신성한 상징으로 간주하여왔다. 이에 대해 아마존
부족들은 밀러의 특허권을 취소할 것을 미국 특허상표청에 요구하였는데 동 기관은 1999
년 아마존 부족들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다시 밀러의 특허가 인정
되었다고 한다. 尹美京/崔允僖, 앞의 책, 40면; Leanne M. Fecteau, The Ayahuasca Patent
Revocation: Raising Questions About Current U.S. Patent Policy, 21 Boston College Third
World Law Journal 69, 69-70(2001). 인도와 파키스탄이 재배하던 바스마티 쌀(basmati
rice)을 미국 텍사스의 한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얻은 경우도 있다. 尹美京/崔允僖, 앞의
책, 41면; Michael Woods, Food for Thought: The Biopiracy of Jasmine and Basmati Rice, 13
Albany Lae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123, 123(2002). 이밖에 인도의 님(neem)나
무의 추출물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자
세한 것은 Muria Kruger, Harmonizing TRIPs and the CBD: A Proposal from India, 10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169(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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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기준,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자의 개념 정립과 보호기간 및 보호형
태의 결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192)

다.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장
(1) 개관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
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
미, 남아시아 등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은 전통지식의 주인이 자신임을
내세워 그에 대한 특허권에 관해서는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적인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을 비롯
한 선진국들은 전통지식이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으로 직접적으로
편입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새로운 보호체계를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
는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이처럼 전통지식의 보호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
이며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문제도 아니다. 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다른 국제정세 및 무역환경도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따
라서 전통지식의 보호라는 과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동
향이나 관련국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 현실에 비추
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193)
192)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12면.
193)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12면. 이하에서 살펴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
국의 입장이 취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방안 이외의 것으로서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서 출처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첨부할 것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 즉, 특허대상을 개발하면서 직접 혹은 간접
적으로 전통지식 등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sworn statement)를 비롯하여
당해 전통지식을 보유한 전통적 공동체가 그 지식의 특허화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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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의 입장
개발도상국은 전통의학, 농업 분야 등의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식재산권의 파생이익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전통지식의 소유자간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자의 배타적 권리만을 인정
하는 현존하는 지식재산권 시스템만으로는 전통지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현행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특별한 별도의 시스템
(sui generis system)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이익공유를 분명히 하기 위
해 TRIPs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194) 즉, 개발도상국은 전통지식이
증명서(evidence of prior consent) 및 이익공유각서(memorandum of equitable benefit
sharing)를 첨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전통지식의 보유자와 특허출원을 희
망하는 자 사이의 이익공유 등에 관련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의 개입
이 요구되어 절차가 복잡하게 될 우려가 있다. Bodeker, supra note[146], at 800. 둘째, 기
존의 지식재산권제도의 영역내에서 수용하자는 방안도 있다. 말하자면, 전통지식을 일종의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영업비밀은 보통법
이나 민사법 체계에서 보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그러한 보통법이나 민사법체계가 영
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한 제도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
다. 따라서 전통지식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안은 지식재산권제도내에서 완전하게 정착
되기가 용이하지 않다. Gervais,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 968-969;
Michael A. Gollin & Sarah A. Laird, Global Policies, Local Actions; The Role of National
Legislation in Substantiable Biodiversity Prospecting, 2 Bosto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16(1996). 셋째, 개인 혹은 사적 재산(individual or private property)이라
는 개념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공동체 재산(communal property)라는 개념을 개발하는 방
안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공동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그간에 정립되어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강제에 관한 법적 체계를 고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Gervais,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 972. 넷째, 전통지식
을 그 보유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상의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
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확인가능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보호대상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다. Gervais,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
973-974. 넷째, 부정유용 이론(misappropriation theory)에 의해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안
이 있다. 이는 기존의 지식재산권관련 법령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발명품을 불공정한 착취
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을 유용한다고 하더라
도 그 재산권의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Gervais,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 974-975.
194)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협상동향」. 9, 11면. 예컨대, 1999년 8월 6일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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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근거로 하여 전통지식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을 막
고 합법적인 접근만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업화의 단계
에서 이익공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각국의 국내법체계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195) 이에 몇몇 국가들은 TRIPs 협정의 개정
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
이기도 하였다.196)
카 그룹에 속하는 여러 국가들은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과 관련하여 WTO 총회에
전통지식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통지식을 도난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WTO,
General Council, Preparations for the 1999 Ministerial Conference: The TRIPs
Agreement. Communications from Kenya on behalf of the African Group,
WT/GC/W/303, WTO, Geneva, 1999.
195) 오윤석, “TRIPs協定,” 110면.
196) 이러한 국가들의 예로서는 인도를 비롯하여 브라질 및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 포르투갈, 과테말라, 파나마 등이 있다. de Carvalho, supra note [105], at
195, 197-198; Elizabeth Longacre, Advancing Science While Protecting Developing Countries
from Exploitation of Their Resources and Knowledge, 13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963, 988-989(2003). 여기서 포르투갈의 입법례를 간
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002년 4월 20일 포르투갈 제118호 법(Portuguese Decree-Law
no.118)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지역적 변종(local varieties) 및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연발생적인 물질을 비롯하여 농업, 농임업 및 조경관련 활동에 대하여 실제 혹은 잠재
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내생적 물질의 등록, 보전, 보호 및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를 형성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법 제2조는 지식재산권 내지 그에 관련된 법에 의해 보호
받는 변종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동법과 UPOV 내지 특허법과의 중복을 피하
였다. 동법 제3조는 전통지식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3.2조는 전통지식의 내용이 확인가
능하고 설명 및 등록되고 또한 제3자가 그 설명을 이용하여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의도하
는 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라면 전통지식은 상업적 그리고(내지) 산업적
재생산에 대하여 보호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3조는 전통지식의 보유자는 전통
지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동법 제3.5조는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전통지식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지식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타인에게 양도, 라이센스와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에 의해 보호가능한 전통지식은 동법상의
보호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전통지식의 보호는 지역공동체가 등록함으로써 개시된다. 동
법 제3.6조는 전통지식의 등록은 등록지원서체출일로부터 50년간 유효하며 갱신하는 경우
다시 50년간 연장된다.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전통지식은 그 지식을 개발한 지역공동체를
벗어날 정도의 범위로 공개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업화 내지 산업화의 경우에는 예외
이다. 그리고 동법은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민사적 및 형사적인 구제방법을 비롯하
여 행정적인 구제도 마련하고 있다.

- 104 -

제4절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3) 선진국의 입장
미국은 전통지식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감
퇴시켜 식량, 의약분야에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
고하면서 전통지식을 TRIPs를 개정하는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별도로 강구하여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에 있다. 말하자면, 미
국의 입장은 어느 토착지역에 특정한 효능을 가진 약초가 번식하고 있다
는 사실보다는 그 약초를 발견하고 연구 및 가공하여 이를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197)
따라서 이익공유는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계약의 내용은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
다. 나아가 미국은 전통지식을 인터넷상에서 검색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잠재적인 라이센스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
다. 더욱이 검색가능하고 조직화된 데이터베이스는 특허심사관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특허심사관은 그를 선행기술(prior art)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기술분야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증
하는데 이용하여 특허심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198)
EU도 전통지식의 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각국의 특허청이 전통지식 및
그에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하여 이를 선행기술로
활용한다면 특허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체로 스위스
도 EU와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동조하고 있다.199) WIPO도 전
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200)
197)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10-111면.
198) 박진석, 앞의 논문, 14-15면.
199) 박진석, 앞의 논문, 15면.
200)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Progress Report on the Status of Traditional
Knowledge as Prior Art, WIPO/GRTKF/IC/2/6(July 1, 2001), a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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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하여 현재 선진국과 원칙적으로 입장
을 같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한의학 이외에는 전통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므로 풍부한 전통지식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특허심사 시 선행기술로서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201)

라. 개별적 입법과 데이터베이스화 주장의 검토
(1) 개별적 입법주장의 검토
㈎ 개별적 입법주장의 근거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인(sui generis) 입법을 하여야 한다
는 주장의 근거로서 브라질의 드 까발호(de Carvalho) 박사는 대개 이하
와 같이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통지식은 기존의 지
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문화특수적인 옴살스러운(holistic) 혼합체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체와 공동체의 문화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식재산권 시스템만 가
지고는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가진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전통지식은 순응적(adaptive) 성격을 가진다. 즉, 전통지식이 전
통적 공동체의 필요(needs)에 의해 출현하였으므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형태의 발전에도 당연히 발맞추어 변화할 수 있다.
201)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협상동향」,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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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통지식은 보완적(complementary)이다. 말하자면, 전통지식의
실용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그
러므로 동일한 전통지식 내에서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권
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양분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전통지식을 수용하기
어렵다.
넷째, 전통지식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일 수 없다. 예컨대,
사만(shaman)에 의해 고안된 발명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원칙이나 기술적 공식은 찾아보기 어렵다.202)

㈏ 개별적 입법주장의 유의점
이상과 같이 다양한 특성에 근거하여 개별적 입법으로 전통지식을 보
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그에 대한 전통적 공동체의 지배를 지
속하겠다는 속셈이 들어 있다. 따라서 개별적 입법을 통해 전통지식을 보
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이익공유는 물론이고 전통지식을 보유한 공동
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장
에서는 TRIPs의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를 명문화하자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보상액이 그 지식을 가진 공동체에 돌아가야 하며
그 배당의 적정액을 누가 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이익을 공유할 주체가 전통지식이 보존된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지역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양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203)
202) de Carvalho, supra note [105], at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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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통지식의 보유국에 대해 그 지식에 대한 지배력을 어느 한도까
지 허용할 것인가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당해 보유국이 배타적으로 재산권화된 전통지식에 대하여 엄격
하게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여부
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면 이는 과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대로 전통지식의 보호국이 아무런 지배력이나 보상을 받
을 수 없다면 그 지식을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한 회사는 그 지식을 편취
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통지식의 보유국에게 허용할 지
배권과 보상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다.204)

(2) 데이터베이스화 주장의 검토
㈎ 데이터베이스화 주장의 근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통지식은 그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의 대상이 되기에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전통지식
이 집단적으로 보유되고 개발되고 공중의 영역에 놓여진 것이어서 정당한
소유자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명을 개인의 업적으로 취급하는 특허
법과는 양립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목록화하여 이를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전
통지식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지식의 이용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기
능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지식의 보유자는 그
지식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보장받게 되며 이익의 공유

203) Longacre, supra note [196], at 994.
204) Id. at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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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적인 실시계약을 통해 추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는 지식재산권기관으로 하여금 특허권의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자료
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하는 경우 그 전통지식을
근거로 하여 개발한 발명품은 신규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특허
를 받을 수 없다. 그 결과 전통지식의 보유자는 그것이 공중의 영역에 있
는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으로 전통지식의 효능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어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지식의 이용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205)

㈏ 데이터베이스화 주장의 유의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 주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행기술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선행기술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그 인정범위에 관하
여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206) 예컨대, 유럽은 선행기술의 개념을
EPC에서 정의하고 있고 일본은 선행기술의 개념을 협약이나 국내입법에
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다. 또
한 구두로 전해지는 전통지식도 선행기술에 포함되는가의 여부 등에 관하
여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미국에 있는 기업이 인도에서 존
재하는 구두전언(oral communications)을 인지하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207)
둘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특허심사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
205) Id. at 1003-1004.
206) Id. at 981-982.
207) Id. at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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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국가간, 특히 특허관련기관간의 전면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208) 또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특허심사에 있어서 아주 유효하게 사
용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최신화(update) 작업이 요구된다.209)
셋째,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선행기술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전통지식을 바탕으로 제조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심사관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예컨대, 우리의 한의학을 데이터베이스
화한다고 해서 서양의 심사관이 우리 한의학을 선행기술로 파악하여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10)
넷째, 한편으로는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하여 접근의 가능성
이 제고됨에 따라 오히려 전통지식이 편취될 가능성을 높일 염려도 있다.
예컨대, 어느 제약회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기존의 전통지식을 충
분히 검색하고 나서 선행기술과 중복되지 않을 정도로 약제의 구성요소를
미미하게 변경한 후에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특허를 요청할 가능성
도 있다.211)
다섯째,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자는 주장에서는 이익공유를 사
적 계약에 의해 실현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방법이
형평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사적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구속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거래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
다. 만약에 토착민과 선진국의 대기업사이에서 이익공유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사자간에서의 협상력의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208) Id. at 1005-1018.
209) Bodeker, supra note[146], at 785, 804.
210) 이상정/조상혁/안효질, 앞의 논문, 125면.
211) Bodeker, supra note [146], at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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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충분한 법률적 원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해
결되어야 할 사항이다.212)

4. 요약 및 시사점
전통지식은 전통적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총칭한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편입되어 특허에 의해 보호받기란 현실적으로 용
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보호체계와는 별도로 개별입법을 통해 전
통지식을 보호하자는 주장과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목록화하여 선행
기술로 보자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후자의 입
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입법의 주장이나 데이터베이스화의 주장도
유의할 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개별입법 주장의 경우에는 이익공
유의 방법이나 규모 및 귀속주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데이터
베이스화 주장의 경우에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과 전문가양성 및 남용
의 가능성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각각의 주장이 나름대로의 한계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지식의 보다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 양자
를 절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
에 소개하는 전통지식에 대한 인도의 보호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2001년 인도는 농업군락에서 전승되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물변종

및

농민권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y

and

Farmer's Rights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에는 농민권의 인정, 이익공유,
212) 李哉協, 앞의 논문,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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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동체의 기여에 대하여 그 공동체에 부여되는 보상, 무과실권리침해
에 대한 기소면제, 사육자의 연회비부담, 유전자기금(Gene Fund)의 설치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213) 나아가 인도는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전통지식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214) 게다
가 인도는 2003년 현재 정부차원에서 약용식물에 관한 전통지식을 선행기
술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도정부
는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약용식물지식을 CD ROM에 저장하는 작
업을 진행중이다. 식물을 이용한 민간치료요법을 기록한 문헌은 물론이고
민중 속에서 전해내려 오는 요법들도 채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될 예정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종결한 후에는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 전달하
여 이를 선행기술로 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 한다.215)

213) Gopalakrishnan, supra note [190], at 730, 734.
214) Id. at 736, 737.
215) Bodeker, supra note [146], at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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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도하각료선언문에서 협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주제
인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개념상 모
호한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미생물”의 개념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그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선진국과 동일한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특허법의 시행령과
대법원판례에서 에서 미생물발명이 특허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생
물의 개념도「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216)
이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effective sui generis
system”이 UPOV에 한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도 있다. 개발도상국은
UPOV에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선진국들은 찬성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UPOV를 모델
로 하여 종자산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TRIPs 협정 제27
조 제3항(b)의 재검토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책이나 새로운 법제를
수립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기여하
여 온 농민의 수고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식물변종의 최종개발자에 대해서
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토종종자의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
화하여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16) 동 심사기준은 미생물을 “바이러스, 세균, 방선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 조류, 동식물의 분화되지 않은 세포 및 조직 배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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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TRIPs 협정과 CBD가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
다. 개발도상국은 양자간의 충돌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TRIPs를 개정할 필
요가 있다는 주장하지만 선진국은 그 반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입장
은 선진국의 그것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CBD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TRIPs 협정이 없다고 해서 양자가 모순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CBD에는 지식재산권제도의 규범체계를 파괴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TRIPs 협정이 회원국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단을 마련하
고 있다는 점, 기술에 의한 혁신이 반드시 생물다양성을 줄이는 것은 아
니라는 점등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지식은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 기존의 지식재산
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별입법을 통해 전통지식
을 보호하자는 주장과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목록화하여 선행기술로
보자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
별입법의 주장의 경우 예컨대, 이익공유의 방법이나 규모 및 귀속주체 등
이 문제되며, 데이터베이스화 주장의 경우에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과
전문가양성 및 남용의 가능성을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도 인도의 전통지식 보호정책을 참고하여 양자를 절충하여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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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무대에서

구체화된

WTO/TRIPs 협정에 대한 그 배경 및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의제로 결정된 도하
개발의제(DDA) 중 지재권 협상의제의 개괄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리적표시 문제와 생명공학을 둘러싼 TRIPs 협정 관련 쟁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다자간등록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하여 WTO
내에서의 논의와 의장안을 분석하고,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우리나라의 상표법 개정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속적 다자
시스템 채택에 대비한 개정안의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보완 쟁점 사항
으로는 지리적표시의 개념, 지리적표시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규정의 보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다자시스템의 이의신청절차 반영, 동음이
의어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것이다. 즉, WTO 의장안의 다자시스템과 우리
나라의 상표법 개정안의 단체표장등록에서의 지리적표시의 개념이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표
등록심사와는 달리 ‘지정상품의 특성과 지리적표시의 해당지역간의 연계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정상품 전문가와 특허청의 심사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WTO 의장안에 요구되어진 지리
적표시의 영문표기 등을 위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장안의 구속적 다자시스
템에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절차를 우리나라에서도 단체표장권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청구권’을 규정하고 이의신청사유를 규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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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
등과의 동음이의어에 관련한 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혼동방지표시의 혼동
방지정도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생명공학 관련 TRIPs 협정 관련 쟁점사항은 크게 TRIPs 협정 제
27조 제3항(b)에 대한 검토,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그리고 전통지
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이렇게 3가지로, 제4장은 각각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
의 재검토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책이나 새로운 법제를 수립할 필요
성은 크지 않으나,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토종종자
의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TRIPs 협정과 CBD가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TRIPs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선진국과 입장을 같이 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제공하였다. 한편, 전통지식
은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기는 어렵지만, 개별입법을 통한 전통지식의 보호와 전통지식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목록화로 선행기술로 활용하자는 2가지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대미 무
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지재권 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
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하여
지재권에 관한 국제 통상 무대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더욱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고 결국에는 힘
의 논리가 지배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
입장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
한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산업정책에 따른 입장으로 국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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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비록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내 산업의 현황 분석이 빠져 있기
는 하지만, 앞으로 특허청에서 실시될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의 의
제별 후속연구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를 위한 선행적 및 중간적 연구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이 지리적표시를 도입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보고서의 제3장은 특허청이 발주한
연구과제-「증명표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도입방안」(최성우, 한
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1년)과 「지리적표시의 효율적 보
호방안」(김병일, 특허청 용역과제, 2003년)-의 뒤를 이어 지리적표시에 대
한 WTO에서의 국제적 논의 동향의 국내법적 적용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의 대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정책적 노력에
대한 중간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4장은 생명공학
관련 TRIPs 협정 관련 쟁점사항으로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에 대한
검토,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그리고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
호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외국법제,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그 입장
및 입법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주제에 대해서 외국
사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 및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구체적 사례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실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있어서 법률가, 경제학자와 같은 전문가뿐
만 아니라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대한 수렴을 게을리 하지 않아
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이 DDA 지식재산권 분야 민관합동포럼을 설치하
여 2003년 5월 27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소 차원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WTO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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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위원회 설치하여 2003년 6월 26일에 첫 회의를 가졌고,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에서도 사이버 TRIPs 연구회(www.kiprc.re.kr)를 개설하여 다양
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자료 및 정보 제공
뿐 아니라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중단기적으로는 해당 분야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의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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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02년 11월 도하회의와 TRIPs 협정

가. 도하 회의에서 결정된 문서
Ⅰ. 각료 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Ⅱ.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문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MIN(01)/DEC/2
Ⅲ.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WT/MIN(01)/17
Ⅳ..

회원국이

제기한

현저한

이행

쟁점들

(Compilation

of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Raised by Members)
Ⅴ. 특정 개도국 회원국들 위한 제27.4조에 의한 연장을 위한 제안된 절차
(Proposed Procedures for Extension Under Article 27.4 for Certa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나. 도하 회의에서 결정된 문서 중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
Ⅰ. 각료 선언문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 각료 선언문은 2001년 11월 14일에 채택된 것으로, 총 52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은 17, 18, 19 등 3개 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17. 우리는 현존하는 의약품과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의약품 모두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함으로써, 공중 보건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무역관련 지식재산
권 협정(TRIPs 협정)의 이행과 해석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
여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18. 제23.4조의 이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TRIPs 이사
회)에서 시작된 업무를 완성시키기 목적으로, 우리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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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통지 및 등록 시스템의 설립을 협상하기
로 동의하였다. 우리는 포도주 및 주류 이상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제23조에
규정된 지리적 표지의 보호를 확대할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를 본 선언문 제12문
단에 의거하여 TRIPs 이사회에서 다룰 것임을 주목하고 있다.
19.

제27.3(b)조의

검토하에서

포함하고

있는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제71.1조하의 TRIPs 협정의 이행의 검토, 그리고 본 선언문의 제12
문단에 의거하여 예견된 작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TRIPs 이사회로 하여금
그 중에서도 특히 TRIPs 협정과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의 관계, 전통지식과 민속의 보호, 그리고 제71.1조에 의거
하여 회원국들이 제기한 새로운 다른 관련 발전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TRIPs 이사회는 TRIPs 협정의 제7조와 제8조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의하여 발전적 차원을 완전히 고려할 것이다.
* 기타 관련 사항
-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중

이행관련

문제

및

관심사항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12. 우리는 회원국들이 제기한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에 최고의 중
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결심을 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그리고 2000년 5월 3일과 12월 5일의 총이사회 결정에 관하여,
우리는

나아가

회원국들이

직면한

수많은

이행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

WT/MIN(01)/17 문서에서 이행관련 문제 및 관심사항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
였다. 우리는 두드러진 이행 쟁점에 관한 협상은 우리가 설립하고 있는 작업 프
로그램의 완전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협상 초기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아
래 제47문단의 조항에 따라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
이 진행할 것이다 : (a) 우리가 본 선언에서 구체적인 협상 위임권을 제공함에 있
어서, 관련 이행 쟁점은 동 위임권 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b) 다른 두드러진
이행 쟁점은 관련 WTO 기구들에 의한 우선적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며, 이는
2002년 말까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아래 제46문단 하에서 설립된 무역협상위
원회(TNC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에게 보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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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프로그램의 구성 및 관리
46. 협상의 전반적인 운영은 총 이사회의 권한하에서 무역협상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무역협상위원회는 늦어도 2002년 1월 31일 전에 첫 회의를 가
질 것이다. TNC는 요구되어진 대로 적절한 협상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협상의 진
행을 감독할 것이다.
47. 분쟁해결양해각서의 개선 및 명확화를 제외하고는, 협상 결과의 운영, 결론,
발효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의 일부로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임시적 혹은 최종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초기의 합
의 사항은 협상의 전체적인 균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고려될 것이다.

Ⅱ.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문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MIN(01)/DEC/2
1.

우리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저개발국이 겪고 있는 공중 보건 문제,

특히 HIV/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성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
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2.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WTO의 무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협정)이 보다 광범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필
요성을 우리는 강조한다.
3.

우리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함을 인지한다. 우

리는 또한 지재권 보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인지한다.
4.

우리는 회원국들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

어서 TRIPs 협정이 방해가 되지 않으며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
다. 따라서 우리는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반복하면서, WTO 회원국
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을 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 및 이행될 수
있고 해석 및 이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확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WTO 회원국들이 TRIPs 협정의 조항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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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유연성이 제공된다.
5.

따라서 위 4항에 비추어보면, TRIPs 협정에 있어서 우리의 다짐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지한
다.
(a) 국제공법의 관습적인 해석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TRIPs 협정의
각 조항은 특히 TRIPs 협정의 목적 및 원칙에서 명시된 대로 협정의 목적과 목
표에 비추어 해석된다.
(b)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실
시권이 허여되는 근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c) 각 회원국은 국가 비상사태, 또는 다른 극도의 긴급 상황이 무엇인지
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HIV/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그리
고 다른 유행병을 포함하는 공중 보건의 위기가 국가 비상사태 혹은 다른 극도
의 긴급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d) 지식재산권의 소진과 관련되는 TRIPs 협정 조항의 효력으로 인하여,
제3조와 제4조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준수한다면, 각 회원국은 아무런
위반없이 그러한 소진에 대한 국내 체계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6.

우리는 제약 분야에 있어서 제조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는

WTO 회원국들이 TRIPs 협정하의 강제실시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이러한 문제
의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2002년 말 이전에 총 이사회에 보고하기를 지시하는
바이다.
7.

우리는 선진국 회원국들이 제66.2조에 의거하여 자국의 기업 및 기

관들이 최저개발국 회원국들에게로의 기술이전을 증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동기
부여를 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TRIPs 협정의 제66.1조에 규정
된 대로 최저개발국이 이행과도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의약품에 관해서는, 최저개발국들이 TRIPs 협정 Part II의 Section 5
및 7을 이행하거나 적용할 의무가 없으며, 혹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Sections하에서 제공되는 권리를 집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이에 따라서 TRIPs 협정 제66.1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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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행

관련

쟁점

및

관심사항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WT/MIN(01)/17
11.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11.1 TRIPs 이사회는 1944년 GATT 제23조 1(b) 및 1(c)하에 제공된 제
소 종류에 대한 범위 및 양식의 조사를 계속하고, 제5차 각료회의에 권고안을 내
도록 지시받고 있다. 그 도중에는, 회원국들은 TRIPs 협정하의 그러한 제소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이다.
11.2 TRIPs

협정 제66.2조의 조항은 의무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TRIPs 이사회는 의문시되는 의무의 감시 보장 및 완전한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을 마련할 것임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선진국 회원국들은 2002년
말 이전에 제66.2조 하의 약속(공약)에 의거하여 기술 이전을 위하여 자국의 기업
들에게 제공한 동기부여의 실제적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정
보는 매년 회원국들이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Ⅳ. 회원국이 제기한 현저한 이행 쟁점들 (Compilation of Outstanding
Implementation Issues Raised by Members)
10. 무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정
- 87 : TRIPs 협정 제23조 및 24조에 담긴 조항에 비추어, 지리적 표시의 부가적
인 보호가 포도주 및 주류 이외의 다른 물품에로 확대
- 88 : 당분간 CBD(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의 제15조와 불일치되는 특허는 허여되
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 91 : 제27조3(b)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주어진 기간은 검토가 끝난 날로부터 5
년으로 한다.
- 93 : 제65조 2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도기의 연장
2001년 10월 22일에 최저개발국(LDCs)에 의한 제안
- 총 이사회는 LDCs에 대한 과도기는 LDC 상태를 유지하는 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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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공정하고 상호 혜택이 가도록 기술이전을 제공함으로써 TRIPs 협정의 제7
조 및 8조가 운영되어야 한다.
- 95 : [제27조3(b)는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과 International Undertaking의 조항
에 비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생물학적과 미생물학적 유기체 및 공정간의 인
공적인 구별을 명확히 하고; 종자를 저장할 권리, 교환 및 저장할 권리, 그로 발
생한 수확을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 전통적인 농작 관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
장하고; TRIPs 협정 제31조에 허용된 대로, 개도국에서 국민들의 식량 주권을 위
협하는 반경쟁적인 관행을 방지한다.] [제27조3(b)는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과 식
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업무(International Undertaking)를 고려하여 개정되어
야 한다. 개정은 생물학적과 미생물학적 유기체 및 공정간의 분석적인 구별을 명
확히 하고 만족스럽게 해결해야 한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일부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유기체를 생산하는 자연적 과정은 특허를 받을 수 없
도록 해야한다. 개정은 토착 및 지방의 농작 업계의 혁신을 보호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종자의 사용, 교환 및 저장의 권리를 포함한 전통적인 농작 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1년 10월 22일, 최저개발국가들의 제안
- 총 이사회는 유전자 서열, 식물 및 동물 그리고 그 일부 생산에 대한 생물학적
및 다른 자연적 공정을 포함하여 식물, 동물 그리고 식물 동물의 일부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검토 과정은 명확히 해야함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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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TRIPs 협정 조문 목차 및 DDA 관련 조문 내용

가. TRIPs 협정 조문 목차
Part I 일반 조항과 기본 원칙 (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제1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제2조 지식재산권 협약 (Intellectual Property Conventions)
제3조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제4조 최혜국 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제5조 보호의 획득 혹은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Agreements on Aquisition or Maintenance of Protection)
제6조 권리소진 (Exhaustion)
제7조 목적 (Objectives)
제8조 원칙 (Principles)

Part II 지식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tion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9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Relation to the Berne Convention)
제10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Computer Programs and
Compilations of Data)
제11조 대여권 (Rental Rights)
제12조 보호기간 (Term of Protection)
제13조 제한과 예외 (Limitations and Exceptions)
제14조 실연가,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기관의 보호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Sound Recording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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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상표권
제15조 보호 대상 (Protectable Subject Matter)
제16조 수여된 권리 (Rights Conferred)
제17조 예외 (Exceptions)
제18조 보호기간 (Term of Protection)
제19조 사용 요건 (Requirement of Use)
제20조 그 밖의 요건 (Other Requirements)
제21조 사용권 설정과 양도 (Licensing and Assignment)
Section 3.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제22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제23조 포도주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부가적인 보호
(Addition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제24조 국제 협상; 예외 (International Negotiations; Exceptions)
Section 4. 의장권 (Industrial Designs)
제25조 보호 요건 (Requirements for Protection)
제26조 보호 (Protection)
Section 5. 특허
제27조 특허 대상 (Patentable Subject Matter)
제28조 수여된 권리 (Rights Conferred)
제29조 특허출원인에 관한 조건 (Conditions on Patent Applicants)
제30조 수여된 권리의 예외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제31조 권리자의 허락없는 기타 사용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제32조 취소/몰수 (Revocation/Forfeiture)
제33조 보호기간 (Term of Protection)
제34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Process Patents: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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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Layout-Designs(Topographies) of Integrated
Circuits)
제35조 집적회로에 관한 지식재산권 조약(IPIC Treaty)과의 관계
(Relation to the IPIC Treaty)
제36조 보호범위 (Scope of Protection)
제37조 권리자의 허락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 (Acts Not Requiring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제38조 보호기간 (Term of Protection)
Section 7. 미공개 정보의 보호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제39조
Section 8.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관행의 단속
(Control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Contractual Licences)
제40조

Part III 지식재산권의 시행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tion 1. 일반적 의무 (General Obligations)
제41조
Section 2. 민사 및 행정적 절차와 구제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제42조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Fair and Equitable Procedures)
제43조 증거 (Evidence)
제44조 금지명령 (Injunctions)
제45조 손해배상 (Damages)
제46조 다른 구제 (Other Remedies)
제47조 정보권 (Right of Information)
제48조 피고인의 배상 (Indemnification of Defendant)

- 134 -

TRIPs 협정 조문 목차 및 DDA 관련 조문 내용

제49조 행정적 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s)
Section 3. 잠정적 조치 (Provisional Measures)
제50조
Section 4. 국경 조치에 관련된 특별 요건
(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제51조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정지
(Suspension of Release by Customs Authorities)
제52조 신청 (Application)
제53조 담보 혹은 동등한 보증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제54조 정지의 통지 (Notice of Suspension)
제55조 정지기간 (Duration of Suspension)
제56조 수입업자와 상품 소유자의 배상 (Indemnification of Importer
and of the Owner of Goods)
제57조 검사 및 정보권 (Right of Inspection and Information)
제58조 직권에 의한 조치 (Ex Officio Action)
제59조 구제 (Remedies)
제60조 최소허용수입량 (De Minimis Imports)
Section 5. 형사적 절차 (Criminal Procedures)
제61조

Part IV 지식재산건의 획득 및 유지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간 절차
(A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Inter-Partes Procedures)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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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분쟁 방지 및 해결 (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제63조 투명성 (Transparency)
제64조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Part VI 경과 조치 (Transitional Arrangements)
제65조 경과 조치 (Transitional Arrangements)
제66조 최저개발국 회원국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제67조 기술적 협력 (Technical Cooperation)

Part VII 제도 규정; 최종 조항 (Institutional Arrangements; Final Provisions)
제68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제69조 국제적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제70조 현존 대상물의 보호 (Protection of Existing Subject Matter)
제71조 검토와 개정 (Review and Amendment)
제72조 유보 (Reservations)
제73조 국가안보관련 예외조치 (Security Exceptions)

나. DDA 관련 조문 및 내용
제3조 :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제4조 : 최혜국 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제5조 : 보호 획득 혹은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Multinational

Agreements

on

Aquisition

or

Maintenance

of

Protection)
제3조 및 제4조하의 의무는 지식재산권 획득 혹은 유지에 관한 WIPO 후원하에
종결된 다자간 협정에서 제공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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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목적, Objectives), 제8조 (원칙, Principles)
제23조 포도주 및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부가적인 보호
(Addition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제24조 국제적 협상; 예외 (International Negotiations; Exceptions)
제23조 하의 부가적인 보호를 위한 협상에 동의. 비사용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
호 제외
제27조 특허가능한 대상
제27조 3. 특허대상의 예외
(b) 미생물이 아닌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식물 혹은 동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공정. 그러나, 회원국들은 특허나 혹
은 효과적인 독자적인 (sui generis) 제도 혹은 이들의 결합으로든 간에 식물 다
양성 보호를 제공한다. 본 조항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 이후에 재검토한
다.
제31조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른 사용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 강제실시권
제64조 :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2. 1994년 제23조 1(b) 및 1(c)는 본 협정하에서 WTO 협정 발효일로부
터 5년간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2항에서 언급된 기간동안, TRIPs 이사회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
루어진 1994년 GATT 제23조 1(b) 및 1(c) 하에서 제공된 제소 종류에 대한 범위
및 양식을 조사하여,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다.
그러한 권고안을 승인하거나 본 조 2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각료회의의 어떠한
결정도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며, 그리하여 승인된 권고안은 공식적인
수용 절차없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효력이 발생될 것이다.
제65.1조 -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조항을 적용할 의무, (단,
65.2조와 66.1조의 개도국과 최저개발국에 대한 이행 과도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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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65.2조 - 개발도상국의 TRIPs 협정 이행의 과도기 (4년)
제66조 : 최저개발국 회원국들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1. 최저개발국 회원국들의 특별한 필요 및 요구, 경제적, 재정적, 행정적
제약 그리고 발전할 만한 기술적 기반을 창조하기 위한 융통성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여, 그러한 회원국은 제65조 1항 하에 정의된 적용 날짜로부터 10년동안
제3조, 제4조, 그리고 제5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
다. TRIPs 이사회는 최저개발국 회원에 의한 적절한 요청에 의거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승낙한다.
2. 선진국 회원국들은 최저개발국 회원국들이 건전하고 발전할만한 기술
적 기반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개발국 회원국들에게 기술 이전을
증진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내의 기업과 기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 TRIPs 협정 제31조 :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른 사용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혹은 정부가 허락한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
자의 허락없이 특허 대상물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다음의 조항들은 존
중된다:
(*여기에서 다른 사용은 제30조 허용되는 것 이외의 사용을 일컫는다.)
(a) 이러한 사용에 대한 허락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b)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
리자의 허락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
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
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
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검색 없이 알거나 알 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c) 이러한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반도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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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경우에느 공공의 비상업적인 사용, 또는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결과 반경
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d)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e) 이러한 사용은 양도될 수 없으나, 동 사용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영업권
의 일부분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f) 이러한 사용은 주로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
(g)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그렇게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의 적절한
보호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게 한 상황이 종료하고 재발할 것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잇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유 있는 신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
의 계속적인 존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h)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
상을 지급받는다.
(i)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
국 내의 결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j)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
국 내의 결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k)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이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
된 관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b)와 (f)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반경쟁적 관행의 교정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승인 사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
우에는 이러한 사용승인의 종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l) 이러한 사용이 다른 특허(제1차 특허)의 침해없이는 이용될 수 없는 특허(제2
차 특허)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승인되는 때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
다.
(i)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은 제1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과 관련,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한다.
(ii) 제1차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하에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교차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iii) 제1차 특허와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은 제2차 특허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양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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