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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정부,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발표

■ 추진배경

  ○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지난 1월 6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

   - 디지털 뉴딜 계획은 2025년까지 총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 D.N.A을 비롯한 산업환경의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의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약 90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21년 디지털 뉴딜은 총 12.7조원(국비 7.6조원)을 디지털 대전환 등에 투자하여 

국민이 체감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지역 참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에 디지털의 착근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탈규제화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 현장답사 등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국민 성과보고 등을 토해 국민의 의식 등을 제고 추진

[표]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구분
투자(국비) (조원)

제도정비·규제개혁
20추 21년 ~25년

➊ D.N.A
경제구조 고도화

1.9
(1.3)

9.9
(5.2)

38.5
(31.9)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법 제정 등

➋ 비대면
기반 확충

1.1
(0.7)

0.7
(0.6)

3.8
(2.9)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공공 부문 표준 
원격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➌ SOC
디지털화

0.5
(0.4)

2.1
(1.8)

15.8
(10.0)

▸자율주행 토대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등 

계 3.5
(2.4)

12.7
(7.6)

58.2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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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D.N.A 경제구조 고도화

  ○ (데이터 기반구축) 디지털 대전환 등 신기술(DNA 등) 기반 전 산업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법제 정비·거버넌스 구축·빅데이터 플랫폼 개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 데이터 기반의 全 산업 촉진을 위해 국가 데이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와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 등 법제정비를 추진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자율주행·헬스케어·금융 및 

관련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함께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개소·운영 추진

  ○ (융합활성화) 디지털 기반 新 시장의 창출을 목적으로 산업현장에 AI·5G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추진

   - AI + X 7대 프로젝트* 및 스마트 공장 도입자금 지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핵심 6개 산업(제조·의료·국방·건설·유통·교육) 중심의 VR·AR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규제 개선 등

* ① 의료영상 진료판독 ② 감염병 대응, ③ 해안경계, ④ 산단 에너지 효율화,
⑤ 불법 복제품 판독, ⑥ 지역 특화산업 혁신, ⑦ 국민안전 확보

   - 비대면 일상을 지원하는 평가체계, 스마트 멘탈케어, 안심터치 등 서비스 실증 

지원 예정

  ○ (지능형정부)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기술 기반 

정부서비스 혁신 추진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플랫폼, 인공지능 국민 비서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대

   -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확대,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확산, 클라우드 전환, 

비대면 농산물 유통 등 지원사업의 추진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체계 개편(이전·통합) 실시

  ○ (디지털 혁신기술·기업) 차세대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기술 및 관련기업 지원

   - 비대면 관련 사업체 및 스타트업 등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新 사업·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바우처 등 제공

   - 6G 핵심 기술 개발, 국제표준확보, 차세대 인공지능 관련 기술, 홀로그램, 비대면 

비즈니스 등 차세대 디지털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 지원 실시

  ○ (K-사이버 방역) 디지털 서비스·제품 대상 보안취약점 진단, 안전성 점검 등 K- 

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수립

   - 민간부문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컽설팅, 및 보안솔루션 제품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보안 등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 R&D 투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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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기반 확충

  ○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환경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추진

-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발의 및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편 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정리하고, 온라인 교과서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 학교 교실 디지털 인프라 확충, K-에듀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이러닝 콘텐츠 개방·

공유 확대 등 교육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스마트 의료 확산) 각 급 병원에 대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우너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및 비대면 돌봄사업 추진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닥터 엔서 등 AI 정밀의료 SW 개발 구축 지원

- 돌봄로봇 및 모바일 헬스케어 등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사업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인프라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관리 강화 추진

  ○ (비대면 비즈니스 진흥) 코로나 시대의 영향을 고려하여 재택근무의 확산,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 비대면 디지털 전환 지원

- 중소·벤처 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비대면 협업시스템 및 관련 

SW 개발을 지원하여 원격근무의 환경 구축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기획전, 시범사업 지원 등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상현실 콘텐츠, IoT 스마트기술 도입 등 소상공인의 유통·생산 환경의 

개선을 촉구하여 중소 유통혁신의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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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 (교통 인프라 확충) 전국 교통 인프라의 新 산업 기반 디지털화 추진

-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27)를 목표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 

C-ITS 구축을 추진하며, 디지털 해킹 등에 대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기준 등 마련

- 철도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철도전용통신망(LTE-R)을 확대 

구축(`25)하며, 공항 인프라 등에서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시범운영·확산 추진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예비타당성 조사 및 디지털 관리체계 전략체계 수립 추진

  ○ (디지털 트윈)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본격화

- 전국 도심지·건물지도·지하공간정보 등에 대한 3D지도 관련 구축을 추진하며, 정밀

도로지도 구축 사업의 추진과,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시설관리 기반을 마련

  ○ (재난대응 시스템) 홍수예방을 위한 실시간 하천 관리체계 등 재난 예방체계 구축

- 홍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산불진화대 구성,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함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과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입출고·재고, 운송 등 실시간 정보 현황 파악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스마트 도시·산단·물류) 도시·산업단지·물류 인프라의 스마트화 추진 등

- 스마트 시티 솔루션의 지자체 확산 및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입주를 개시하며,

지능형 CCTV·IoT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및 물류공유플랫폼 구축을 지원

- 교통 중심지(항만배후단지 등)에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시설을 착공하며, 수출입 

물류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추진

-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도매 온라인 경매 플랫폼 

등 농·수산 디지털화 제도 정비 추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

3179791&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79791&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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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주요과제 추진일정(별첨 원본 내용)

<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
분
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지원 계속 중기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21.1월 4차위

▪데이터 관련 법 제·개정정
* 데이터 기본법, 산업·제조혁신법, 개인정보보호법

‘21.2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개보위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1.2월 금융위

▪ K-사이버 방역 추진전략 마련 ‘21.2월 과기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21.2월~ 문체부

▪ ‘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21.3월 과기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업 모집공고(200개사) ‘21.3월 중기부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바우처 지원 ‘21.3월 과기부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 ‘21.3월 산업부

▪산업지능화 협업 지원센터 개소 ‘21.3월 산업부

2
분
기

▪ AI+X 7대분야 사업공모 및 선정·협약 ‘21.4월 과기부

▪중앙부처 수혜서비스 맞춤안내 본격 개시 ‘21.4월 행안부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 착수 ‘21.4월 과기부

▪ 6G 핵심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및 개발착수 ‘21.4월 과기부

▪비대면 생활밀착형 선도서비스 협약(8대분야) ‘21.4월 과기부

▪공공데이터 4.4만개 개방 ‘21.上 행안부

3
분
기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ISP 완료 ‘21.8월 과기부

▪복지멤버십 시스템 구축 및 일부 개통 ‘21.9월 복지부

4
분
기

▪지자체 수혜서비스 맞춤안내 개시 ‘21.12월 행안부

▪통합 데이터 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21.12월 과기부

▪중소기업 보안컨설팅 및 제품도입 지원 ’21.12월 과기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21.下 행안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21.下 행안부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 및 개관 ‘21.下 문체부

▪ AI 제조 솔루션스토어 운영 ‘21.下 중기부

▪ K-City 고도화 2단계 사업 준공
* 기상환경, 통신음영, 혼잡주행 재현 등

‘21.下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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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
분
기

▪ ‘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21.1월 교육부

▪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발의) ‘21.2월 교육부

▪ ’21년 시도교육청별 자체 학교 무선환경 구축 
세부 계획 수립

‘21.2월 교육부

▪ 시도별 ‘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 공모·선정(기기보급 7월 완료) ‘21.2월 교육부

▪ ‘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21.2월 교육부

2
분
기

▪ ’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공모 및 지원(3개) ‘21.4월 복지부

▪ 닥터앤서 2.0 사업 공모 및 개발착수 ‘21.5월 과기부

▪ K-에듀 통합 플랫폼 ISP 완료 ‘21.6월 교육부

▪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21.6월 고용부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21.6월 중기부

4
분
기

▪ ’21년 IoT·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신규참여 지자체 사업착수

‘21.10월 복지부

▪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확보 ‘21.12월 복지부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약 2만개) ‘21.12월 중기부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600개사) 및 성공 모델발굴 ‘21.12월 중기부

▪ 학교 일반교실 무선환경 구축 완료(누적 27.2만실) ‘21.12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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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
분
기

▪ 스마트 산단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계속 산업부

▪ 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품목 확대 계속 농림부

▪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속 산업부

▪ 해운물류 디지털 전환 중장기 전략 수립 ‘21.2월 해수부

▪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설계 착수 ’21.2월 해수부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김포공항 국제선 시범
운영 및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발주

‘21.3월 국토부

▪ 일반국도 정밀도로 구축 착수 ‘21.3월 국토부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33개市) ‘21.3월 국토부

▪ 스마트공동물류센터(육상) 2개소 착수
‘21.1
분기~

국토부

2
분
기

▪ 부산항 블록체인 플랫폼 본격 운영 ’21.5월~ 해수부

▪ 철도(경부ㆍ호남고속) 전기설비 IoT 설치 착수 ‘21.6월 국토부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설계 및 발주 ‘21.6월 국토부

4
분
기

▪ 일반국도(수도권), 지방도(대전) C-ITS 구축 ‘21.12월 국토부

▪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일부 공항* 구축
* 인천 T1, 김포, 김해, 제주

‘21.12월 국토부

▪ 전국 市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완료 ‘21.12월 국토부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21.12월 농림부

▪ 노후물류기지 스마트화 기본계획 ‘21.12월 국토부

▪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21.12월 해수부

▪ 수산물 스마트 신선유통 법적기반 마련 ‘21.12월 해수부

▪ 정밀도로 제작용 3D 정보 온라인 활용
(국가공간정보법 개정(‘20.8월 발의) 및 규정 개정)

‘21.下 국토부

▪ e-Commerce 스마트 물류단지 추진
(공공기관 예타 통과)

’21.下 국토부

▪ 자율차 사이버보안기준 마련(자동차 관리법 관련 법령 개정) ‘21.下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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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특허청, 비전형상표(입체·소리·색체 등) 상표 심사기준 개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 기재 필요

 비전형상표(입체·소리·색체 등) 상표 심사기준 개정

■ 검토배경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입체·소리·색체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 향상과 

출원인 편의 개선을 위하여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시행(`21. 1. 1.)

   - 동 개정은 최근 기업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체 또는 색체의 결합·촉감·도형·설계 등을 의미

   - 비전형상표의 출원·등록 현황은 추세증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표] 비전형상표 출원·등록 추세(연도별 현황)

■ 주요내용

  ○ (비전형상표 보호기준 수립)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이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를 등록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 수립

   -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은 건물 내·외관을 실선으로 표기하고, 보호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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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점선으로 표기하며, 실제 상표의 사용에 따라 변경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함

   - 입체상표와 위치상표의 최소 도면 제출 건수 요건 간소화 (2~5매 → 1~5매)

  ○ (위치상표 범위 확대)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획득한 형상·

도형으로 정의되고 있는 위치상표의 정의를 ‘색체’까지 확장

   - 색체가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한 경우에는 

위치상표로 보호 가능

[그림] 크리스챤 루부탱의 특정 위치 색체상표 등록 사례 (U.S. 3,361,597)

   - 색체의 표현방식을 확대*하여 출원인이 다양한 색체표현을 활용 가능성

* (현행) Pantone → (개정) Pantone, Hex, RAL, RGB, CMYK, KS A 0062 등

  ○ (비전형상표 기능성 심사 보강)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특허가 아니라 상표 

등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 강화

   - 상품 또는 그 상품 포장의 기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 

입체적 형상, 색체, 소리, 냄새 등 상표의 등록을 차단하여 공정경쟁 저해 예방

   - 기능성의 판단요소는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의 존재, 해당 제품 기능에 

대한 광고 여부, 해당 제품의 대체 형상 존재 여부, 대체 형상 등 제조 시 용이성 

및 경제성 등 종합적 고려

■ 기대효과

  ○ 트레이드 드레스 등 건물의 내·외장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및 강화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관련부문 상표의 출원·등록이 증가할 것이며, 또한 색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브랜드 化의 촉진이 유도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 다만, 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관한 심사기준이 보강됨으로써, 실제 신청 요소 

등의 기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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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시 ‘용도’ 기재 필요

■ 검토배경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가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적용(`21. 1. ∼)

  ○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의 보호범위가 미치는 영역이 현실적 사용례와 달리 과도하게 

폭넓게 인정되어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종래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출원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포괄적 명칭으로 기재되어도 상표 등록을 

허용하여 상표권의 효력범위가 폭넓게 인정

  ○ 위에 따라, `21년 이래로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의 경우에만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

■ 주요내용

  ○ (상표등록 요건 강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경우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상표등록 가능

[표] 소프트웨어 상품명칭 등록가능 여부(예시)

구분 등록가능 등록불가

상품명칭

· 컴퓨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 어린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 인터넷 접속용 소프트웨어

·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기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

  ○ (상표·서비스 혼동방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간의 유사 여부 

문제 해소를 위하여,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 심사를 통해 

수요자의 출처표시 혼동을 방지

   - 소프트웨어 관련 양 지정상품이 그 용도, 이용대상자, 기술분야, 공급자 및 

생산자가 달라 각 상품이 속하는 산업 간에 경쟁적 관계라 할 수 없음(특허심판원 

2018원2339)

   -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상품 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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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상품 심사기준 주요 개정

구분 기존 변경

대상 소프트웨어 단일 상품

⇒

소프트웨어 상품

용도별 세목화

용도 포괄명칭(용도) 인정
포괄명칭* 불인정
* 용도 한정 필요

상품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비스업에 동일 상품군 부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비스업 상품군 세분화

유사성 

판단

소프트웨어 상품 및 관련 

서비스업 간 비유사 판단

소프트웨어 상품과 관련 

서비스업 간 ‘용도’ 고려 

유사여부 판단

■ 기대효과

  ○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대상을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상표·서비스표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소비자 등이 출처를 혼동하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출처

- 특허청(상표심사기준 개정)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

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665

- 특허청(소프트웨어 상표출원)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

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669

- 그림 이미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psmaster&logNo=50162738175&proxyReferer=https:%2F%2F

www.google.com%2F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665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pg=&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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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년 지식재산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발표

■ 추진개요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발전에 실효적인 정책 수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관련된 주요한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선정

    -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동향 및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슈 후보를 도출하고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측정하여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

    - 위에 따라, `20년을 관통한 지식재산 10대 이슈와, `21년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재산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주요내용

  ○ (선정이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와 2021년 10대 

전망을 아래 표와 같이 선정함

[표] `2020년 지식재산 관련 이슈 후보 및 10대 이슈(가나다 순)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후보(군)

·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 디지털 통상과 지식재산 이슈
· 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추진
· 비대면 지식재산출원·등록서비스 도입
·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유전자가위 특허분쟁과 툴젠의 미국 특허등록

·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코로나19 방역기술, 제1호 특허등록
·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 특허박스제도 도입 논의 확대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년
· 한국 지식재산의 글로벌 위상 증대
·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구분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21년 지식재산 10대 전망

1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2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3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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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와 `21년 지식재산 10대 전망 주요내용(요약)

    ➀ (LG·SK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 (경과) LG화학 및 SK이노베이션 사이의 기술탈취 분쟁 건으로 영업비밀 침해*, 

특허침해** 이슈에 대한 법정 대립 중

*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전의무 위반에 다른 소송 내 법적 제재 없는 조기패소 이슈

**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권 흠결,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절차상 증거보전의무 위반 이슈

    - (전망) 특허침해 이슈에 대한 공방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PTAB)에 

청구한 무효심판이 모두 개시기각 되면서 LG화학의 일부 우위가 전망되나, 

특허침해소송 등의 반전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에 미온적인 상황

    - 현재 법정 대립중인 미국 구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최종 결정 이후 적극적인 협상 가능성이 예상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 특색(수출집약형)과 해외 시장을 고려하여, 중립 국가 

등에서의 지식재산분쟁 해결에 대한 대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➁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 (경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보호 및 

이용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활용)를 

위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작업이 추진중

    -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여 특허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활용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하여 국가단위의 산업정책·규제개선 등 역할을 수행

4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5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6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7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8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K-디스커버리 법제화 추진

9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초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10
중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단행
⇒ 디지털통상과 지식재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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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망) 데이터의 적절한 보호방안(신규권리·특허·저작권·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논의 활성화와 추진방향 정립과 특허빅데이터 분석 시장에 관한 민·관의 

역할조정의 착수가 예상됨

    ➂ (코로나19와 강제실시권) 

    - (경과) 국경없는 의사회 등 단체에서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하여 치료제 등의 

강제실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독일,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기타 의료 도구에 대한 강제실시권 검토를 추진

    -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의 수용·실시를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액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관련 절차·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

* 보상금 등의 산정을 위해 평가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청인 등과 특허권자 등은 평가기관을 각 1개소씩 추천할 수 있음

* 신청인 등이 기재한 보상금액이 이미 평가기관에 의하여 상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액

등의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전망) 강제실시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행정절차 또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강제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으나, “불실시 기간”에 대한 요건 만족 문제가 장애로 기능

    - 코로나-19 문제의 대응과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팬데믹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또는 보안책에 관한 논의가 예상됨

    ④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 (경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도국가에서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이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단위에서의 

논의를 위한 정책이슈 등을 확산하고 있음

    - 국내·외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성 판단 및 실무 가이드를 

선제적인 마련을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하에서도 

산하에 AI-IP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

    - (전망) 국내·외적으로 인공지능의 창작행위에 대한 쟁점논의가 증가하고, 

인공지능 발명과 네트워크적 특성, 권리범위의 해석 등 이슈 논의가 예상됨

    ➄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경과) 국내에서는 국내 산업의 활기를 위하여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IP 금융투자 규모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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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출범하였으며,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1호 상품’의 출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제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공제 대출상품’ 이 출시됨

*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고, 라이선싱·매각을 통해 수익화 추진

    - (전망) 지식재산 보호 기조의 강화로 인하여,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투자대상 발굴 루트 구축 및 특허풀 구성에 

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지식재산 보호 추세와 함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또는 특허괴물)의 활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➅ (글로벌 통상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 (경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종료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USMCA)이 

새로 발효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등 미·중 지식재산 분쟁은 계속 지속되는 추세

    - (전망) 現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과거 2009년 부통령 엮임 

당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업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음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대중압박 

등 지식재산과 밀접한 충돌이 전망할 것으로 예상됨

    ➆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 (경과)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외 현지 법인 또는 개인이 한류 브랜드를 

상표로 선점하거나, 상표 브로커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 등이 현지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는 등 불공정 거래가 심화

    - (전망) 한류 상표의 선점이나 짝퉁상품의 유통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대면 사회의 영향으로 인하여 특히 온라인 쇼핑물 등에서의 분쟁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침해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활동이 요구

    ➇ (K-디스커버리 법제화)

    - (경과) 변론주의 체계에서 기울어진 증거편재를 해소할 수단으로써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되는 형성되었으나, 일부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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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망) 반대 사유 등을 고려하여 국내 후발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공 특허 개발 지원’, ‘디스커버리 준비’ 등 지원 정책의 발굴이 요구됨

    ➈ (상표·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경과) 악의적인 상표, 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에도 징벌적 ‘3배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침해물) 

판매량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산정방법 등이 정비됨

    - (전망) 개정 내용은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거수집제도 등 제도 개선 추진이 전망되고 있음

    ➉ (디지털통상과 지식재산 이슈)

    - (전망) 국제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권리보호 및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 

각 국의 디지털 무역정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 전망됨

    - USMCA 협정의 디지털 무역부문*이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표준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자유화 규범 요구가 전망됨

*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차별조치 금지,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활용의 허용,
데이터 현지화 금지, 사이버보안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공공정보 접근 허용 등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진수·문명섭, “`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1년 지식재산 전망”)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

_no=12598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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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유럽] EU의 혁신적인 잠재력 발굴, EU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행동계획 발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검토배경

  ○ 유럽연합에서는 지식재산의 활용이 가지는 가치를 재인식하고, 유럽의 많은 산업 

생태계를 재도약하기 위한 도구로 지식재산권 행동계획을 마련

   - EU의 지식재산 시스템의 일부는 복잡성·고비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명확성이 결여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된 상태

   - 유럽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제도의 보호가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 지식재산의 사용과 확산에 이르도록 접근을 보장하는 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불충분한 상황이고,

   - 위조품의 제작 및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글루벌 

수준의 페어플레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유럽연합은 IP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의 IP 구축 및 

사용 장려, 공정한 투자 수익의 보장 및 무형자산의 접근·공유 촉진, 더 나은 IP 

집행, 세계적 수준의 공정 경쟁 증진 등 5가지 제안을 추진

■ 주요내용

 ➀ IP 보호 개선

  ○ (단일 특허제도의 출범) EU에서는 권역 내 혁신가가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25개 회원국을 포함한 단일 특허권의 구성을 추진

   - 제도의 통합은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유지비용을 1/6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특허법원 등 중앙집중화된 소송체계의 마련은 법적 

확실성의 향상과 병행 절차 회피를 허용하여 소송비용의 절감도 예상할 수 있음

   - 독일 통일특허법원 협정 비준 절차 완료 이후, 위원회는 유럽특허청 및 회원국과 

협력한 통합 특허 시스템의 가동을 추진하며, 미참여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추가적 보호 증명) 장기간 임상시험 및 시장허가 절차가 필요한 의약품 및 식물

품종 상품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IP 보호기간 제공하고 회원국 사이의 상이한 제도 

시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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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상표(디자인)제도 개선) 부분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등록 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등장한 유형의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EU 권역을 통과하는 침해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 등 집행문제 고려

   - 중요한 부품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 결여의 결과로 유발되는 환경·낭비 문제를 

개선하여 친환경 경제 전환 촉진

  ○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방안) 농촌경제의 사회·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농촌 IPR 체계로 농산물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체계 개선

   - EU 차원의 통일된 비농업제품(수공업제품 등)에 적용될 수 있는 GI 보호 

메커니즘 마련하여 비농산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GI 보호시스템 구축 추진

  ○ (식물품종보호권리(CPVR) 시스템 개선) 육종업자들의 개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식물품종권리제도와 신기술(AI, 블록체인 등) 접목 활용 등 추진 예정

 ➁ IP의 효과적 사용 및 구축 촉진(주로 중소기업 대상)

  ○ (IP 바우처 및 금융 지원) IP 바우처 등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하여 IP 포트폴리오 관리 지원

  ○ (맞춤형 IP 컨설팅 및 자문 제공)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Horizon Europe 

Programme) 등 맞춤형 IP 자문을 제공하고, 다른 EU 연구 및 투자 프로그램에 

IP 자문의 확장을 탐색

  ○ (IP 정보 및 자문에 대한 접근성 강화) EUIPO가 개발 예정인 유럽 IP 정보센터를 

통해 IP에 대한 정보와 자문에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경로 발굴

  ○ (IP 금융 활성화·용이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화 할 수 있도록 IP 자산 

기반의 금융제도 활성화·용이화 추진

 ➂ IP 보호 자산에 대한 용이한 접근 및 공유

  ○ (IP 접근 도구 개선)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지식재산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실시권 허여를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회원국 사이의 라이선스 기간 및 로열티 

조기 조정·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 (IP 라이선스 촉진) IP 라이선스의 공유와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고품질 메타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권리 소유자 식별 

및 관리체계 마련 추진

  ○ (표준필수특허) 표준필수특허의 관련 분쟁(침해 및 부당한 조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SEP 라이선스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개선

하기 위한 표준필수특허 프레임워크 구체화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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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공유 촉진) 영업비밀 관련 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침의 재정비를 

통하여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함

 ➃ IPR 침해대응

  ○ (IPR 집행 지침 적용) IP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보장을 위하여, EU 

회원국 및 각 이해당사자들이 회원국에 걸쳐 균일하고 효율적으로 금지명령이 적

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위원회의 지침 실행을 위해 협력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명확화) 디지털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하여 디지털 서비스 

분야(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사법 당국의 역량 강화) 위조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 이사회가 유럽의 다학제 플랫폼 우선순위에 IP 범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촉구

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유럽 부패방지청(OLAF)에 배정하는 등 불법 상품의 

단일시장 진입 조기 차단을 추진

  ○ (위조 대응 EU 툴박스) 위조 및 불법복제의 억제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권리자, 

공급업체, 중개자, 공공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위조에 대비하는 EU 툴박스를 구축

  ○ (사이버 보안인식 제고 및 IP 관리 촉진) EU에서는 보안 연합 전략(Security Union 

Strategy)을 바탕으로 EUIPO 회원국 등에 영업비밀의 사이버 탈취 등에 관한 기업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인식도구와 지침을 개발 예정

 ➄ 세계적 수준의 페어플레이 및 협력

  ○ (공정한 IP 프레임워크의 선도시장) EU는 단일시장 규모가 상당하여 IP 글로벌 표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표준 수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하여 관 내 지식재산 

보호 전략의 효율화를 통해 주의를 기울여 선도적인 역할 담당 필요

   - 자유무역협정 차원에서 높은 IP 보호 기준을 채택하여,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등 FTA의 IP 조항의 완전 이행을 촉구

   -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IP 대화를 추진하며, 위조품 및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위조품 및 불법복제 감시 목록, 제3국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추진

   - 외국인 투자 심사 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스파이 활동 대응을 위한 협력, 비EU 

국가 기업과의 연구협력 프레임워크 개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검토, IP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등 설치·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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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협력) 2020 전략적 전망 보고서(2020 Strategic foresight 

report)에 따라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산업 이슈 등 정기적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등 상호 간 협력을 증진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3&bd_item=0&po_item_gb=2&po_item_cd=&po

_no=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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