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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본격 추진 실시

■ 추진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1년도 추경을 통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촉진

   - 동 사업은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 보유 및 IT 

교육 전문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모집

   - 일반 운영기관(2곳), 총괄 운영기관(1곳) 총 3개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주요 수행업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운영기관별 수행업무

구  분 주요 업무

운영기관 
공통

교육 
수행

수요처 모집, 전문강사 모집 및 교육, 전문강사 및 수요처 관리(강사관리 및 강사별 
강의수당 정산, 수요처 교육운영 현장점검 등), 사업홍보 및 상담센터 운영, 전문강사 
후속지원 등

운영 사업홍보 및 상담센터 운영 등

총괄 
운영기관 

특화

총괄
사업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작, 자문위원회 및 교육‧강의 지원단 운영, 기타 총괄 
운영 업무

교육 
구성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콘텐츠 제작, 전문강사 양성요원 발굴 및 전문강사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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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디지털 전환 추진 수준이 낮고, 

관련 추진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중소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는 대기업이 6.58점, 

중기업이 3.76점, 소기업이 3.49점으로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19)

   -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항목/

정책이 정보제공(26.6%)과 교육·포럼·세미나(15.9%) 비중이 높게 나타남(`20.6.)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시장 위축 등 IT 강사의 실업문제 충격에 대응하여 양질의 ICT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소기업 등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함

   - 공인 IT강사의 74%가 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대부분의 강사들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96%, `21. KAIT)

  ○ 디지털 전환 강사를 고용(900여명) 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기초교육을 제공

* 병원, 학교, 대학,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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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이행여부는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

■ 기대효과

  ○ 지원 사업의 운영 노하우 축적 및 수혜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환경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IT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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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0122&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0122&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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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특허청, 지식재산권분야 자유무역협정 종합설명회 개최

■ 검토배경

  ○ 특허청은 근래 국내·외에서 체결된 주요 통상협정 내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과 

주요국가의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 지난 해 11월 경,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한 협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 최근 국제적으로 체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

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등 글로벌 동향 검토

   - 전 세계적인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의 강화 추세를 고려, 미·중·일 등 주요 

국가 영업비밀 제도 동향 검토

  ○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는 지난 4월 9일(금)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양대학교 및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에 참여

* 체결국 사이의 상품 관세장벽 해소,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등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

* 지역경제블록화 4단계 과정 :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통합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재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주요내용

  FTA 추진현황 및 RCEP 지재권분과 협정문 주요내용(특허청, 성시경 서기관)

  ○ (FTA 추진현황)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발효 중에 있는 건은 총 17개이며, 

서명 및 타결 단계에 해당하는 건은 4개에 해당(`21.4.)

   - 글로벌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가치 증가,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증대,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FTA 협상에서의 지재권 중요성이 증가

   - 지금까지 발효되어 있는 모든 FTA에 지식재산권 분과 내용이 포함

*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협상중인 개별 FTA에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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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나라 FTA 발효 현황 및 각 FTA 주요 내용(지식재산권 관련)
구  분 주요국

발효
(17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
(EU,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개별 체결 국가
(13개국)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영국

서명 
및 

타결
(4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14개국)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개별 체결 국가
(3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캄보디아

구  분 주요내용

FTA

한·칠레
(`04. 4. 1. 발효) • GI의 보호(목록교환방식)

한·싱가포르
(`06. 3. 2. 발효)

• FTA 지식재산위원회 구성
• 싱가포르 PCT 국제출원에 대한 ISA/IPEA로 특허청 지정

한·EFTA
(`06. 9. 1. 발효)

• GI의 보호
•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 보호

한·ASEAN
(`07. 6. 발효) • 비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보교환 등 당사자 간 협력 강화

한·미
(`12. 3. 15. 발효)

• 특허권 존속기관 연장제도 도입
• 특허 공지예외 12개월로 연장
• 소리상표·냄새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도입

한·인도
(`10. 1. 1. 발효)

• 지식재산권 협력을 위한 양국 특허청간 별도 협력 MOU 체결
•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삼사, 선행기술 조사 결과 교환 등 협력

한·EU
(`11. 7. 1. 잠정발효)

(`15. 12. 13. 전체발효)

• GI의 보호(목록교환방식) 및 향후 추가 가능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한·페루
(`11. 8. 1. 발효) • GI의 보호(목록교환방식)

한·터키
(`13. 5. 1. 발효)

• GI의 보호(목록교환방식) 및 향후 추가 가능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한·콜롬비아
(`16. 7. 15. 발효)

• 소리상표·냄새상표 보호
• 유명상표 보호 강화

한·호주
(`14. 12.. 12. 발효)

• 특허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6개월 →12개월)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한·캐나다
(`15. 1. 1. 발효) • GI의 보호(목록교환방식)

한·뉴
(`15. 12. 발효) • 미등록 유명상표를 비동일 비유사한 상품 서비스까지 보호

한·베
(`15. 12. 20. 발효)

• 공지예외(6개월, Shall) 완화, 우선심사제도
• 유명상표 보호 강화

한·중
(`15. 12. 20. 발효)

• 실용신안권 분쟁시 법원에 근거자료(평가보고서) 제출 규정
• 지식재산권 관련 이행·협력 논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위원회 개최(年)
•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한·중미
(`19. 10. 1. 발효)

• 특허 공지예외
• 미등록 유명상표 및 미등록 디자인 보호

* 해당 발표 자료 및 FTA 현황(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협력, 집행 등을 포함하며, 

상대국가 관심사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G),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 등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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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주요내용) 

   - 한국 및 ASEAN 10개국, 뉴질랜드,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로 

동아시아 지방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 11. 15.에 최종서명

   - 전 세계 GDP와 인구의 30%,  세계무역규모의 28.7%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에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일치

   - 한·ASEAN FTA(`07)에서 1개 조항에 불과하던 지식재산권 조항을 각 지식재산 

분야 별 총 83개 조항*으로 확대, 강화

* 저작권(9), 특허(12), 상표(10), 디자인(4), 부정경쟁방지(4), 지리적표시(7), 식물신품종(1),

일반보호규정(9), 집행(18), 기타(9)

[표] RCEP 지식재산권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산
업
재
산
권

상표

제11.19조 • 소리상표 허용
제11.20조 • 단체표장·증명표장 제도 도입
제11.21조 • 국제 상표 분류 시스템(NICE) 채택
제11.22조 • 전자 출원 시스템 및 상표 검색 DB 구축 및 의견제출기회 보장, 
제11.26조 • 유명상표 오인혼동 사용 방지 및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제11.27조 •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및 등록취소
제11.28조 • 다상품 1출원 허용

특허

제11.41조 • 의견제출기회 보장

제11.42조 • 공지예외제도의 장점 인정(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근거 마련)*
* 중국은 6개월 이내, 정부가 인정하는 박람회 3종에 대하여만 공지예외 인정

제11.43조 • 전자출원 채택 장려

제11.44조 • 특허 공개기간 18개월 단일화*

*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개시점 규정이 부재하였던 상황
제11.45조 • 인터넷 공지기술을 선행기술로 인정(신규성 국제주의)
제11.46조 • 우선심사 도입 노력
제11.47조 • 국제 분류 시스템(IPC) 도입 노력

디자인

제11.49조 •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 도입
제11.50조 • 인터넷 공지디자인을 선행문헌으로 인정(신규성 국제주의)
제11.51조 • 의견제출기회 보장
제11.52조 • 국제 디자인 분류 시스템(Locarno) 도입 노력

영업비밀
제11.56조 • TRIPs 협정에 따라 미공개정보(영업비밀) 보호

제11.57조 • 원산지 국가명 오인·혼동 행위 금지

기
타 
등

지리적 
표시

제11.29조 • 목록 교환 방식이 아닌 상표법에 따란 보호 가능
* 목록 교환을 저지하여 국내에서 심사 없는 독점권 신규 부여 방지

제11.31조 • 보통 명칭은 보호 거절 가능
제11.32조 • 보호되는 복합 명칭의 개별 명칭은 비보호

유전자원 제11.53조

• 각국 제도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보호
• 특허심사 시, GRTK를 선행기술에 포함하고, 제3자의 GRTK 정보제공을 허용하도록 

노력
•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인터넷 DB 구축 노력

* 해당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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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FTA 동향: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김&장, 김성중 변호사)

  ○ (USMCA) 미국은 `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협정(NAFTA, `94)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에 불만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협정을 추진

   - (상표: 지리적 표시) 대륙 세력(유럽 등)은 특정 유명 상품 등을 제조하는 지명의 

사용에 관한 특권의 보호를 추구하나, 신대륙 세력(미국 등)은 특정 유명 상품의 

품질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명 사용을 추구하여 충돌

   - (특허/의약품) 농화학품 분야 자료(임상 Data 등) 보호 기한 10년, 특허등록 지연·

시판허가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 (저작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송수신, 공중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수신시간,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전송은 방송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보호기간의 연장과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둠

   - (영업비밀) 한·미 FTA, CPTPP보다 강화된 규정 도입 및 정부공무원의 업무범위 외 

영업비밀 공개·이용 금지 내용 등 추가

   - (집행) 형사처벌 대상 저작권 침해행위 범위 확대(‘상업적 규모’요건 확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조 처벌

  ○ (CP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라고 하며, 11개 이상의 회원국 사이에 18개의 

신규 양자 FTA이 체결되는 무역협정

   - (디자인) 비동일, 비유사한 상품에도 미등록 유명상표를 보호하도록 보호를 강화,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보호취소에 관한 절차 마련, 일반명칭의 판단기준 등 마련

   - (특허 등) 특허 및 의약품 분야의 공지예외 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을 8개월로 설정

  ○ (미·중 무역합의, 1단계)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주요 골자로 한 무역분쟁 

사이에서 1단계 합의에 이르러,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부 내용을 합의

   - (영업비밀) 자연인, 법인 외 기타조직도 부정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전자적 침투, 

허가되지 않은 공개 또는 사용, 부정취득 행위 유형 추가, 침해관련 민사입증책임 전환 등

   - (특허/의약품) 출원일 이후 자료 제출 등 보충자료에 의한 출원 허가,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존속기간 조정·연장 등

   - (불법복제 및 위조 대응) 미국 측에 이의제기 기회 부여

   - (지리적 표시) 일반명칭(통용명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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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영업비밀 보호 제도와 FTA(한양대법전원, 윤선희 교수)

  ○ (각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목적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등 요건을 충족시 영구적 보호가 

가능하나, 기업의 역량에 따라 비밀관리성 입증 등 침해시 입증과 복구가 어려움

   -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대외무역법, 상법, 민법, 형법 등에 의할 수 있음

  ○ (주요국 영업비밀 보호 제도)

   - (미국) 각 주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해 왔으나, 각 주 법령의 상이 등 한계로 

인하여 점차 통일적인 방식으로 변화

    • 영업비밀침해의 민사구제를 위한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 州)

    • 영업비밀침해 또는 산업스파이 행위의 형사구제를 위한 경제스파이법(EEA, 聯邦)

    • 연방 차원의 영업비밀 보호와 민사구제를 위한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 聯邦)

   - 각 법률의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요건으로 요구

   -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하는 행위는 민사적인 구제방법*에 

의하며, 경제스파이 행위 또는 영업비밀 절도는  형사적 구제방법**을 통해 처리됨

* 금지명령 및 압류명령, 손해배상, 비밀유지명령, 제척기간, 공익제보자의 보호

** 개인의 경제스파이(15년 이하 징역, 500만 달러 이하 벌금), 영업비밀 절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 또는 이득과 손실을 고려한 벌금 부과

** 법인의 경제스파이(1,0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영업비밀 절도(500만 달러 또는 침해된 영업비밀로 취득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 (중국) 상엉비밀(≒영업비밀) 침해는 민법, 형법,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 형법 :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죄’ 신설

    • 반부정당경쟁법 :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비밀유지에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보호하며, 전자적 침입 등 

기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 등 하는 경우 처벌

    • 국가안전법 : 산업기밀 누설행위를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

    • 인터넷관련기밀보호법 : 인터넷 상 게재되는 정보를 사전 검열하며, 첨단기술 또는 

국가기밀 유출 사실이 적발당한 관련자는 최고 사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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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구제 가능

* (민법 제501, 제1185조 / 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 (형법 제219조) 영업비밀침해죄

* (반부정당경쟁법 제22조) 위법행위 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관련 법률을 미국의 법을 모델로 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행위 및 사용행위를 처벌하며,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 방안을 통할 수 있음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우리나라의 법과 유사하게 국내유출 과 국외유출의 처벌강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징벌적 규정이 없음

   - (EU) 영업비밀 지침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을 요구하며, 불법/

부정한 방법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사용행위를 침해행위로 처벌

   - 다만, 타 국가 사례와 다르게 형사적 구제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비밀유지의무, 가처분 및 예방조치, 금지명령, 손해배상이 있음

   - EU 체계와 별개로 각 국가들에서는 별도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존재

    •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부정경쟁방지법과 분리하여 별개로 두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행위를 다룸 →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 수단**

* 금지청구권, 폐기처분명령, 손해배상청구권

** 국내유출과 국외유출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나, 징벌적 규정이 부재

  ○ (영업비밀 관련 FTA) 

   - (WTO/TRIPs)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요구

   - (USMCA, CPTPP, 미중무역협정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또는 형사적 

규제, 영업비밀의 활용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 등

  ○ 영업비밀은 기술적 정보로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추세이므로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최대 교육국가 등의 체계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미치는 영향파악 등 국가 및 기업 차원의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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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주요국 법제(충남대법전원, 육소영 원장)

  ○ (지리적 표시의 개념) 

   - 지리적 표지는 한·EU FTA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

* (한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주세법의 적용대상

* (EU) 이사회 규정 (제510/2006, 제110/2008, 제1601/1991, 제1493/1999, 제1234/2007호 등)

   - (WTO/TRIPs 부속서) 지리적 표지란 상품의 명성, 품질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체약국 또는 체약국의 한 지역,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

   - (우리나라) 상표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그 보호는 위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

* 상표법 :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박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 지리적 표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원산지 표시, 명칭 등이 있으며, 그 개념은 

원산지 표시 > 지리적 표시 > 원산지 명칭으로 볼 수 있음

   - (EU) 원산지 명칭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증류주와 가향주의 지리적 

표시(GI) 등 규정에 의함

    • PDO : 상품의 생산, 가공 및 준비단계가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

    • PGI :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

    • G I : 증류 또는 가공의 적어도 한 단꼐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

   - 유럽 내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유럽연합위원회 또는 각 국 국내법에 따른 기관에 의함

    • (프)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 명칭은 상표등록이 불가하며, 포도주 및 

증류주의 보호 규정이 별도 존재(지식재산법), 기만적 원산지 표시 금지(소비자법)

    • (독)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와인법 등 법률을 통해 규제

    • (이) 산업재산권법에 의하여 저명상표와 미등록 유명상표를 보호하며, 관련 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 가능

    • (영) Brexit에 따라 영국법률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담당했던 DEFRA에서 업무를 

소관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PDO, PGI, TSG(전통특산품보증) 구조를 유지*

* 단,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규정을 기존과 같이 계속 적용하므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경우에만 영국법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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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일본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정 농산물 등의 명칭보호에 관한 

법률(GI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

    • (상표법) 지역단체상표(등록 필요) 보호, WTO 가입국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부등록사유

    •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에 관하여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

    • (GI법) 상품을 그 생산지 또는 품질기준 등과 함께 등록하며, 지리적 표시와 

병행하여 등록표장의 사용 가능

   - (미국) 상표법 및 보통법(Common Law) 및 연방알콜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

    • (상표법)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며,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게 

된 경우 상표로도 보호, 기만적 허위의 지리적 표시는 등록이 금지

    • (보통법) 등록하지 않더라도 보통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는 보호될 수 있음

    • (연방알콜관리법) 포도주에 관한 원산지 명칭(American Wine)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지리적 의미를 가진 일반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상표법 및 식품 및 의약품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가능하며, 

포도주나 와인 외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하여도 등록을 통해 보호 가능*

* 유럽연합(CETA) 및 한국과 무역협정 명세서에 제시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도 보호 인정

   - (페루) 안데스 공동체의 회원으로 공동체의 공동 산업재산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결정 제486호에 따라 제정된 카르타헤나 협정(`20)에 따라 지리적 표시 

중 원산지 명칭을 보호*

* 법령번호 1397(`18)의 입법을 통해 지식재산권법에 기존 원산지 명칭(PDO)의 보호에

더하여 지리적 표시(GI)와 전통특산품보증(TSG)의 보호를 추가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및 관련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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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9

https://www.youtube.com/watch?v=s6uVdB3GL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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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9
https://www.youtube.com/watch?v=s6uVdB3GL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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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미국] (저작권위원회 속보) 구글, 오라클과의 JAVA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 해당 리포트는 김주현(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21. 4.) 및

김혜성(변호사) “구글 vs 오라클, 10년을 끌어온 ‘자바 전쟁’” 저작권동향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 사건개요 및 검토배경

  ○ 지난 4월 5일 경(미국), 약 10여년을 경과해 온 구글(Google) 社와 오라클(Oracle) 社의 

Java 관련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 승소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오라클 社의 Java API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체계에 Java API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 지난 2005년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인수 이후, 모바일 기기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Java SE*의 소스코드 약 11,500여 줄을 복사

* Java SE(Java Standard Edition)는 오라클(Oracle) 社의 표준형 개발도구 프로그램으로 Java의

핵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기능 등을 제공

* Java Platform은 1996년 최초로 Sun Microsystems, Inc.에서 최초 배포하였으며, 2009년

Oracle에서 인수

   - Java Plaform은 ‘한 번만 작성하면 어디서든 구동할 수 있다.’는 기능으로 

인하여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

   - 구글에서 복사한 소스코드는 API에 관한 것*으로, 개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미리 작성된 컴퓨팅 작업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기존 Sun, Inc.에서 제공하였던 ‘Ready-to-use, Java Program Package’에 관한 것으로,

오라클은 API 패키지에 대하여 3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음

➀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사용자는 API 패키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API 패키지를 이용해 자신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무료로 공중에 공개 필요

➁ 명세 라이선스(Specification License): 사용자는 API 패키지 중, 선언코드만 이용 가능하며,

실행코드는 스스로 작성해야 함

➂ 상업용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 Java 코드를 사용자 상품에 맞게 변형 등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용자(기업 등) 대상의 라이선스로

로열티 지급을 요구

  ○ 구글은 오라클의 Java 프로그램을 모든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협의를 추진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Java API Package의 선언코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선언코드는 이용하고 실행코드를 스스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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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과 및 쟁점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 여부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저작물성 문제

   - API는 미리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구조(1심)에 해당하는 

실용적(기능적)인 것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형태에 해당

  ○ Google 社의 API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이하, ‘자바전쟁’) 의 소송 경과
구  분 주요내용

`10. 8. 13. 소송제기
• Oracle 社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Google 사를 상대로 Java API의 

무단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

`12. 5. 31. 1심 판결

•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심리
• Java API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Google의 저작권 침해 

불인정*

* 배심원단은 구글이 9줄의 rangeCheck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으나, API 문서들의 저
작권 침해는 불인정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하여 달리 표현할 수 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적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선언코드’는 자바 체계에서 동일한 기능을 명시하는
선언코드는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Oracle 社는 항소

`14. 5. 9. 항소심 판결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심리
•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a)에 따라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독창된 저작물은 보호

되는 것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독창적 아이디어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는 어문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 Java API Package 전체 구조의 창작성과 독창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Java 
SSO(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구글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

• Google 社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
(`14. 10.)

•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법정조언서 등을 고려하여 상고기각(`15. 6.)

`16. 5. 26.
파기환송심 

판결

•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심리
• 배심원단은 Google이 37개의 Java API Package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 Oracle 社는 항소

`18. 3. 27.
항소심(재) 

판결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심리
• 항소법원은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중, Google 社의 이용행위가 

일부만 충족한다고 보아 공정이용 불인정
* 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구글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무료 제
공한 사실은 구글의 상업적 목적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광고만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부정되지 않음)
* ➁ 저작물의 성질 : Java API가 기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항변에 긍정적이나 저작물 공정
이용 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➂ 이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 : 구글이 이용한 Java API Package의 양적·질적 정도는 공
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견 있음)
* ➃ 잠재적 시장에 대한 영향 :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Java SE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의 ‘무료’제공은 Java SE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으나, Oracle 社가
아직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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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8282&pageIndex=1

&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noticeYn=&etc1=&searchTex

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7352&pageIndex=1

&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noticeYn=&etc1=&searchTex

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 미국 연방대법원(판결문)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8-956_d18f.pdf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1-8호) 발간일은 4월 25일 입니다.

• Google 社는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및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대한 상고 
신청(`19. 1.)

•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18)을 지지하여, 상고 신청 기각 의견을 
제시(`19. 9.)

• IBM 및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인터넷협회 등 학계 및 컴퓨터 전문가는 해당 판결이 
컴퓨터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상고 신청 허가 의견을 제시(`19. 9.)

•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글 상고 신청 허가(`19. 11.)

`21. 4. 5. 상고심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
• 대법원은 구글이 이용한 ‘선언코드’ 부분은 컴퓨터에 작업의 실행을 지시하는 코드와 

다른 유형의 것으로 컴퓨터 코드에 접근할 방법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이자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아이디어’ 부분과 새롭게 생성된 창의적 표현과 
결합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복제된 부분에 대하여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구글의 이용행위는 개발자들이 익숙한 개발환경을 다른 환경에서 이용하여 작업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이용한 것으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며, 
본 사건은 인터페이스의 재사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저작권 자체의 목적인 ‘창조적 진보’에 해당

• 구글이 복사한 11,500줄의 코드는 전체 API의 0.4%에 불과한 부분으로 전체 분량 
대비 작은 일부에 해당하며, 새로운 컴퓨팅 환경의 구축에 요구되는 부분의 코드만 
복제한 것으로 판단

• 구글의 스마트폰 플랫폼은 Java SE의 시장 대체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저작권자는 Java SE의 인터페이스를 다른 시장에서 재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구글의 API 
이용부분은 기존 개발자의 개발환경을 새로운 환경(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의 코드만 복제한 것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