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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제도 신규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표

   - `20년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이하, ‘실증특례’)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

  ○ 실증특례 제도는 기존 법령상 규제 문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제특례에 해당*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➀결여되거나, ➁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➂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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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실증특례 신청 대상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제19조의2)

   -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실증특례 신청 가능

  ○ 실증특례 유효기간 및 세부(심사) 기준(제19조의4)

   - 실증특례 지정의 유효기간은 기본 2년에 해당하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2년의 

기간을 추가로 확보 가능

  ○ 실증특례 추진계획 및 안정성 확보 계획 이행의 감독 의무(제19조의7)

   -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에게 제출받은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여부는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

  ○ 실증특례 지정 신기술에 대한 위험관리(제19조의10 내지 11)

   -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보험금액의 기준 등 세부기준 규정

   - 책임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액을 준용한 별도의 손해배상계획의 

마련의무 부여

  ○ 실증특례 지원 근거 마련(제19조의12)

   -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기술에 관하여는 관련 규제의 사전 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향후추진

  ○ 관계부처는 특례 적용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 수반되는 전 

분야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 예정

  ○ 실증특례제도와 특구펀드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특화된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 마련 계획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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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0009&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0009&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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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검토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비대면 전환의 가속화로 인한 온라인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생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플랫폼(Platform) 중심의 거래구조 개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등

   - 거래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성장 중**

* [온라인쇼핑시장 플랫폼 거래비중, 온라인쇼핑협회] : (‘17)33.2%→ (‘18)38.8%→ (‘19)44.9%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통계청] (‘10)25.2조→ (‘15)54.1.조→ (‘19)135.3조→ (‘20)161.1조

[그림] 온라인 쇼핑물 거래액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비중 변화추이

   - 디지털 전환 가속화(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통신판매 비중이 감소하고 

App, SNS, C2C 등 플랫폼을 이용한 신유형의 거래*도 활성화되며 정비가 필요 

* SNS(Social Netwaok Service) 플랫폼(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상품거래로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과 구분되어 SNS 기반 전자상거래로 정의

  ○ 기술과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위한 개정 노력이 시급

   - 신유형 거래로 인한 거래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하고 플랫폼의 역할 및 영향력 증가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명확화 필요

* [전자상거래상담건수, 한국소비자원] (16)142,327→ (17)172,646→ (18)187,389→ (19)204,083→ (20)214,872

   - 위해물품의 유통차단, 상위에 노출되는 검색결과, 순위, 사용자 후기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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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용어 및 편제 개편

  ○ (용어정비)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 등 10여개 개념으로 분류되던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정비

[표]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

구  분 대표유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하 ‘플랫폼 사업자’)

정보교환매개 SNS, C2C중고마켓 등

연결수단제공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거래중개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이하 ‘입점업체’)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블로그·카페 등 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OTT 등 

  ○ (편제개편) 전자상거래 행위구조를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개편하여 3면 또는 2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통적 통신판매 행위도 

준용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

[그림] 전자상거래의 구조(3면 및 2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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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형 플랫폼 거래 內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마련

  ○ (C2C 플랫폼)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

   - C2C 거래 분쟁 건*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제도를 개선

* C2C 거래 내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증가

  ○ (배달 플랫폼 등)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 內 법률 적용 확대

   - 인접지역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 의무 규정을 확대 적용

* 현행법 이하에서 인접지역 거래는 피해 발생 시 직접 매장 방문이 가능한 점이 고려되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

  ○ (SNS 플랫폼 등) 정보교환 등 플랫폼에 대한 의무 명확화

   - (정보교환 플랫폼) 정보교환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를 

매개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화

* 현행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연결수단 플랫폼) 링크제공 등 특정판매사업자와 거래 시기를 알선하는 연결수단 

플랫폼은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의무를 명확화

*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 (정보제공 의무)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제도를 정비

   - (중개거래·직매입 구분) 중개거래와 직매입 방식을 혼용하는 플랫폼은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이를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의무 부과

   - (거래수행 업무 표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플랫폼에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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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범위 명확화)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도 전자상거래에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

   -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 부담

*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을 한 경우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 결제, 대금수령·환급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전자상거래 대상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제고

  ○ (위해물품 차단)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을 발동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제도 개선

   -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관련 

사이트 내 거래중단 관련 정보 공개 등) 명령 근거를 마련

  ○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에게 검색노출, 광고제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

   -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검색·노출 순위에 대한 주요기준을 표시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사업자가 맞춤형 광고(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개선하고자 함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방안 정비

  ○ (조정위원회 설치)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소 유도(한국소비자원)

  ○ (동의의결제도 도입) 허위·과장·기만적 표시·광고행위 등을 신속하게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액·다수의 피해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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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중지명령제도 개선)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

   - 법위반이 명백하고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 추가)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다수 소비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확산우려, 긴급한 

예방 필요성 등

   - 임시중지명령에 따른 조치는 광고의 중지·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 다양하게 

명령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 외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요청권을 확대 부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집행력 확보

  ○ (외국사업자 역외적용) 국외에서의 외국사업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화

   - 해외직구 등의 활성화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

   -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 및 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신원정보 확보) 법률위반 조사, 소비자분쟁 해결 등을 사유로 관련 신원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 조사에 대해 세무서,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사업자·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정조쟁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서면실태조사)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관행, 소비자 피해 및 분쟁해결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신원정보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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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EU] 유럽 특허청, EPO 회원국 간 공동관행 채택

■ 검토배경

  ○ EPO(European Patent Office)는 지난 2월 12일 유럽 국가 IP(Intellectual Property) 사무소 

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EPC 회원국에 자발적으로 적용될 공동관행 2건을 합의

   - EPO의 전략계획 2023(Strategic Plan 2023)의 달성을 위해 EPC 회원국 사이의 

통일적인 관행의 합의로 업무의 국제화, 효율화 등에 최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함

   - 전략계획을 통해 선정된 공동관행은 발명의 단일성 심사, 발명자 지정, 우선일의 일치, 

권리의 재설정, 청구항의 초안 및 구성, 컴퓨터 구현 발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심사 

실무 등 6가지에 해당

  ○ 이에 EPO는 선정된 6가지의 공통관행 중 합의에 이른 2가지(발명의 단일성 심사, 

발명자의 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자국에 반영할 것을 요청

■ 주요내용

  ➀ (발명의 단일성 심사에 관한 공동관행) 파리협약 제 4.F 조에 근거하고, EPC 제82조 

및 EPC 체약국 국내법에 명시된 발명의 단일성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허

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규칙 13에 따른 사항 참작 필요

   - 발명의 단일성 심사에서 출원인(신청자)에게 제공할 최소한의 고지와 관련하여 

“공통 요소(Common Matter), 기술적 문제(Technical Problem), 현재 선행 기술(Prior 

art at hand)” 등 용어의 사용과 관련한 공동관행의 일관된 적용을 목적

  ○ (단일성 심사 거절결정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 (거절결정 개요)

    · 거절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특정한 법률 조항의 발효

    · 품목분류 및 각 품목에 속한 청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명 품목분류 식별

(가능한 경우)

   - (거절결정 사유)

    ·서로 상이한 발명품목 사이의 공통요소 식별 또는 그것의 미비점에 대한 내역

    ·만약 공통요소가 식별된 경우, “현행 선행기술” 과의 비교 : 

     → 해당하는 경우, 공통요소로 식별된 특징 부분이 “현행 선행기술”에 대한 

기여로 여겨지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 선행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선행기술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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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된 공통요소 부분이 아닌 나머지 기술적 특성 분석

     → 해당하는 경우, 달성된 기술적 효과 또는 이러한 나머지 특징에 의하여 해소된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나머지 기술적 특징 사이의 차이점 식별화를 통해 

발명품목 사이의 단일성 관련 기술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 (거절결정 결어)

     → 단일성의 결여에 관하여 설명하는 결정문은 해당 절차 단계에서 이 결과의 

절차적 결과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적절하게 보완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부록)

   - 공통요소(Common matter)

     → 청구항에서 잠재적으로 단일한 일반적인 발명 개념에 해당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에 존재할 수 있음

     → 제공된 그 특징에 관하여 공통의 기술적 효과 또는 공통된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단독으로 또는 결합하여 살핌으로써 유사한 특징들을 식별할 수 있음

     → 공통요소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로 다른 범주 청구의 특징에도 

포함될 수 있음*

* 예)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와 그 제품의 사용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공정,

공정의 효과나 결과로서 존재하는 공통적 문제일 수 있음

     → 공통요소는 플러그와 소켓과 같은 상호 관련된 제품의 특징에 구현될 수 

있으며 그것의 유사한 특성은 상당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그것들의 

상호작용에서 동일한 기술적 효과 또는 동일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면 공통요소의 일부가 될 수 있음

[참고] Common matter (원문)

  "Common matter" represents a potential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amongst the claims. It 
can be present in features that are identical or analogous (corresponding). Analogous features may 
be identified by checking which features provide, alone or in combination, a common technical effect 
or a solution to a common technical problem. 
  Common matter may also be embodied in features of claims of different categories, if they fulfil 
the above criteria.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product, a process specially adapted for the 
manufacture of that product and the use of that product, the product may be the common matter 
which is present in the use and in the process as the effect or result of the process. 
  Common matter may also be embodied in interrelated product features (e.g. a plug and a socket). 
Although analogous (corresponding) features in interrelated products may be formulated quite 
differently, if in their interaction they contribute to the same technical effect or to the solution of 
the same technical problem, they may be part of the common matter. 

   - 현재 선행 기술(Prior art at hand)

     → 단일성 심사에 의존하는 선행기술은 각 국가의 사무소(IP office)에서 적용하는 

조항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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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에 대한) 탐색이 수행되기 전에 심사가 수행될 경우, 유일한 “현재 선행 

기술(Prior art at hand)”은 일반적 지식 및/또는 명세서에 신청사가 제공한 

배경기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선행 기술이 전혀 없을 수도 있음

     → (기술에 대한) 탐색의 수행 중에 심사가 수행될 경우, 다른 선행기술이 드러나게 

될 수 있고 단일성평가를 위한 선행기술로 바로 구성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선행 기술(Prior art at hand)”은 탐색 중에 발견된 선행기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진행 과정 중에 변경될 수도 있음

[참고] Prior art at hand (원문)

  The prior art relied upon in the non-unity assess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provisions 
applicable at each national office and on the stage of proceedings. 
  For example, if the assessment is carried out before the search, the only "prior art at hand" may 
be common general knowledge and/or the background art provided by the applicant in the 
description. It is also possible that no prior art at all is at hand at this stage of the proceedings. 
  When the assessment is carried out during the search, other prior art may be revealed and may 
form the prior art at hand for the non-unity assessment. 
  Therefore, the "prior art at hand" may range from nothing at all to the prior art found during a 
search and may change during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 (The technical problem in the non-unity assesment)

     → 단일성 심사의 목적을 위해 기술적 문제를 분석하는 경우, 종합적인 목적은 

청구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 해당

     → 출발점은 대개 명세서에서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선행기술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해결된 기술적인 문제는 너무 좁거나 일반적이어서는 안 되며,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알려져, 그 자체가 이미 알려졌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명백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단일성은 일반적으로 그 공통적인 

문제에 기초하여 성립할 수 없음

[참고] The technical problem in the non-unity assesment (원문)

  When analysing the technical problem for the purposes of the non-unity assessment, the overall 
objective is to find out what the claims have in common. The starting point is usually what is 
considered in the description to have been achieved but the technical problem may need gradual 
refinement as and when prior art is revealed. 
  The technical problem solved should not be too narrow or too general. If the technical problem is 
so broadly formulated that it is itself already known or could be recognised as generally desirable or 
obvious, unity usually canno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is common problem. 

  ➁ (발명자의 지정) 특허청은 발명자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온라인 특허 정보 검색 및 접근성을 확대하여 특허등록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 관련 내용(원문)은 현재 출처의 주소 오류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하여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내용을 기재함



Issue & Trend Report 

11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0242

- European Patent Office

https://www.epo.org/

https://www.epo.org/news-events/news/2021/20210212a.html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764df0f68e5b456dc1258673004f94f2/$FILE/common_p

ractice_examination_of_unity_of_invention_en.pdf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5F187B4CC11C78FCC12586700055D3D3/$FILE/commo

n_practice_designation_of_inventor_en.pdf (`21. 3. 10. 현재. 링크 오류)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1-6호) 발간일은 3월 25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