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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특허침해소송 [특허]
additional discovery 추가개시 [특허] 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특허] allowability 특허가능성 [특허]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rademark 상표등록출원 [상표] B+ Group B+ 그룹 [특허] basic application/registration 기초출원/등
표] BEST Project 심사 및 검색 통합운영 제도 [특허] biotechnology invention/patent 바이오테크놀로지 발명/특허 [특허]
Business-Method patent 영업방법발명 [특허] calculation of damages by court's discretion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지재권 일반]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due to non-use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
취소 [상표] certification/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특허] Chief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심판원장 [지재권 일반] collegial body of appeal examination, collegial body of administrative trial 심판관 합의체 [지재권일반]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장 [지재권일반]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
[상표] decision of dismissal 기각심결 [지재권일반] decision of registration/decision of allowance 등록결정 [지재권일반] decision to maintain patent 특허유지결정 [특허] decision to revoke patent 특허취소결정 [특허] defens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지재권 일반] definitive classification of the internatio
plication 국제출원의 확정분류 [특허]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work 저작물의 훼손행위 [저작권] design deposit system 디자인기탁제도 [디자인]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 [디자인]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direct estoppel 직접금반언 [지재권일반] direct infringement 직접침해 [지재권일반] disclosu
ainst the will 의사에 반한 공지 [특허] disposition 처분 [법일반] distribution of a work 저작물의 배포 [저작권] distribution right 반포권 [저작권] doctrine of clean hands 클린핸드의 원칙 [법일반]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지재권일반] duration of trademark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 duty of notice of registration 등록표시의무 [상표]
nterprise Architecture) 전사적 아키텍처 [지재권일반] effects of canceling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e-filing software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지재권일반] electronic application 전자출원 [지재권일반] electronic commerce related inventions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특허] electronic notification 전자적인 통지 [지재권일반] employee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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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Method patent 영업방법발명 [특허] calculation of damages by court's discretion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지재권 일반]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due to non-use 불사용으로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 certification/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특허] Chief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심판원장 [지재권 일반] collegial body of appeal examination, collegial body of administrative trial 심판관 합의체 [지재권일반]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장 [지재권일반]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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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cation 국제출원의 확정분류 [특허]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work 저작물의 훼손행위 [저작권] design deposit system 디자인기탁제도 [디자인]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 [디자인]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direct estoppel 직접금반언 [지재권일반] direct infringement 직접침해 [지재권일반] disclosure a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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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간행물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품,

A

모조품 등이 해당함(관세법 제269조).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abandonment of application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 프로그램의 비문언적 표현의 보호범위를 결정

출원의 포기

하기 위하여 추상화, 여과, 비교의 3단계의 논리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임. ① 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출원절차를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 포기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음. 출원포기에 의해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러나 출원공개 후에 포기되어 재출원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은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가 됨. cf) 출원의 취하(withdrawal of application)

abandonment of designated goods
지정상품의 포기
상표권자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상표법 제 101조).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음
(상표법 제73조).

구조적 부분들(목적코드, 원시코드, 알고리즘 및 데이터 구조 등)을 분해하고(추상화단계), ② 각각의 분해
된 부분들을 검토하여 그에 내재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표현, 공중의
영역인 요소들을 거르며(여과단계), ③ 여과과정을 거쳐 남게 된 창작적 표현을 피고의 프로그램과 비교
(비교단계)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함.

abstract
요약서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기술정보. 출원된 발명이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원인이 작성하여 출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음.

abuse of right
권리남용

abolition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에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 함. 지식재산권을

폐지

이용하여 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목적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또는 제도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상실시키는 것.

ABSCH(ABS Clearing-House)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absolute contraband
절대적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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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특허권자가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음.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신속심판
우선심판 사유가 되는 사건(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각호)보다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심판.
신속심판은 당사자가 심판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장 및 증거를 구술심리 기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신속심
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 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우선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신속심판이 가능한 사건에는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 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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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등이 있음(심판사무규정 제31조의2).

지리적 원근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신한
때를 출원일로 인정함. cf) 출원일(filing date of application)

access / inspection
열람

acknowledgement theory

출원서류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의미함.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특허원부의

요지주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에 관한 주장의 하나.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지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 cf) 도달주의(principle of arrival), 발신주의(sending theory)

accused device / product
침해제소 대상품

acquired distinctiveness

침해소송에서 원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특허권(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하는 피고의 장치나 제품.

기술적 표장 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과 같이 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accused invention, challenged / challenging invention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확인대상 발명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33조 제2항). 미국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2차적 의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서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하거나(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challenged) 또는 속하지 않는다(소극적 권리범위확인

(secondary meaning)라고 함. cf)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심판에서 challenging)고 특정한 청구인의 발명을 말함. 이에 비해 실시주장 발명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act of disposition

심판이나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한다고 주장한 발명을 말함. cf) 비교대상

처분행위

발명(cited invention)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즉, 소비나 멸실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

ACE / IP(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

act of improper acquisition

국제지식재산권법 및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점검, 개선방안의 도출 및 이를 실행에 옮기기

부정취득행위

위한 최적의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WIPO 내에 설치된 위원회.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ACEPO(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act of infringement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 [유럽]

침해행위

유럽특허청(EPO)의 기관으로 EPO에 대한 감독, 예산승인, EPO 청장 임명 등의 역할을 수행함.

정당한 권한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date

Act of Queen Anne

출원일의 인정

앤여왕법

통상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함. 그러나 도달주의만으로는 특허청과 당사자와의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여왕법은 저자의 권리를 최초로 명시하였고 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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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을 14년으로 하고 저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한해 14년을 연장함.

act of unfair competition

A

action to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s
권리범위확인소송
심결 취소소송의 하나로, 권리범위확인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부정경쟁행위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상품주체혼동행위

있었으나, 2013년 개정 법률에 보충적 일반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8년부터는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킴.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acts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origin by making false marks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1992년 8월 제정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표시를 한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ㆍ수출 등을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부정경쟁방지법 제1호 라목).

식물 신품종 보호법
식물 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2013년 발효됨. 한국은 「식물 신품종에

actual damage

관한 국제조약(UPOV Convention)」 적용유예기간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보호

현실적 손해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종자보호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함. 이 법에 따라 식물신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요구됨. cf) 종자산업법(Seed Industry Act), 식물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Convention)

a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특허침해소송
특허권자의 허락 등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특허를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action on merit / substantive examination
실체심사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이나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의미함.

ad hoc arbitration
임의중재 / 비기관중재
분쟁 사건에 대하여 중재기관의 관여 없이 분쟁의 당사자가 합의한 규칙과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재를 말함. 이에 비해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는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행해지는
중재를 말하며, 기관중재를 맡는 대표적인 기관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음.

adaptation right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 cf) 방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원저작자의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함.
즉,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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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임.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없는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다만, 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있는 자를 위하여 법원 또는 심판장이 공평의 요청상 별도로 부가하는 기간.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음.

additional registration
addendum / supplementary provision

부기등록

부칙

주등록 상의 원래의 순위를 확보하면서 그 정정, 보충을 위하여 하는 등록.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칙의 말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칙은 주로 경과규정을

경정, 질권의 이전,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관한 등록은 부기등록으로 함(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7조).

두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임

address / domicile
addition of new matter

주소 / 거소

신규사항 추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18조 이하의 규정에 따름.

말하며,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Adidas vs Shoe Branding Europe case
additional damage

아디다스 삼선상표 사건 [유럽]

부가적 손해배상

2018년 3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상표 유사여부판단에 대한 판결.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일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부가하여 법률에서

재판소가 양 상표의 줄무늬(stripe)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였고 줄무늬 길이의 차이 여부가 양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예를 들어 간접적 손해배상(indirect damage)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인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양 상표의 유사성 및 양

damage)이 해당됨.

상표 지정상품의 동일 / 유사성의 정도, Adidas사 선등록상표의 높은 명성(high reputation)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주의력을 지닌 출원상표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의 경우 양 상표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인식

additional discovery

할 가능성이 높고, Shoe Branding Europe사의 출원상표의 사용은 그러한 사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추가개시 [미국]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Adidas사의 저명상표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함.

증언선서(deposition)로 인한 증거의 개시에 추가하여 당사자가 반대신문 또는 당사자의 반대쟁점에 대한
증언기간 동안에 문헌 또는 사물을 제시하는 것

adjudication
재정

additional drawing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갈음(재정청구)하여 행정

부가도면

부처가 신청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분해사시도를 말하며, 디자인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됨.

(특허법 제107조)이 있음. cf)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additional period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

부가기간

특허권자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②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 ③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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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익을 위하여 특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A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구하는 제도.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⑤ 수입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의 결정(재정)에 의해서 그 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administrative trial against cancellation

허락해 주는 제도. 단,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취소결정불복심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음.

adjudication of bankruptcy

이의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권리자가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등록취소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파산선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파산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대체적 분쟁해결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사법적 구제수단인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settlement),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제도가 있음.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 부정경쟁방지

ADS(application data sheet)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출원데이터시트 [미국]

실시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권고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administrative litigation

가출원 또는 정규의 출원에서 출원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출원데이터시트를 통해 발명의 제목,
발명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미국특허상표청이 출원서류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줌.

행정소송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advance payment of fees

소송.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86조에 규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특허취소

수수료의 선납

신청서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 등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만이 특허소송 사건이 되고,
서류불수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한 소송은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이 됨.

administrative measure
행정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영업면허, 조세부과 같은 것이 그 예임.

administrative trial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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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 예를 들어 1년차에 10년까지의 연차료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adversarial system
변론주의
본안판결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일임하며 법원이 간여하지 않는
다는 원칙. cf) 직권주의(ex officio principle)

adverse inference
불리한 추정
영미법상 증거법의 개념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요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불리
하게 적용되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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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vertisement function

agent

광고 선전 기능

대리인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구매의욕을 일으키는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함. 상표는 상품과

대리권을 가진 자.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권된 대리권

제조업자의 이름을 소비자에게 기억시킴으로써 광고 선전 기능을 가짐.

(민법 제120조, 제128조)에 기한 대리인을 말하며, 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인을 말함.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는 다르고

aesthetic impression

법인의 사자, 대표와도 다름. 대리인의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심미성

있음(민법 제117조).

디자인이 관찰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미적 인상.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디자인

agent / attorney for application

보호법 제2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출원대리인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권 출원사무의 대리인(변리사).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affidavit of continued use
계속사용진술서 [미국]
계속적 사용의 선언. 그 상표가 거래상 사용되고 있다는 등록권자의 확인 진술서.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ggregation
주합

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공지기술의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결합. 결합발명은 진보성 유무에 따라 공지기술의 단순한 결합인 ‘주합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발명(aggregation invention)’과 공지기술의 새로운 결합인 ‘조합발명(combination invention)’으로 구별됨.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확인대상 발명의 침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은 ①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② 치환

여기서 주합발명은 조합발명과 달리 진보성이 없어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가능성이 있을 것, ③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임 cf)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요건(neg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 TRIPs 협정)
TRIPs 협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임. 종전에

affirmed decision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인용심결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음. 이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됨. TRIPs
협정은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고, 총 7부, 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

affirmed in part

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일부인용
소송상 권리주장에 대하여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로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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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 인공지능은 기계가 학습을 통해 특정 분야의 문제를 인간처럼 풀 수 있는 수준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부터 인간과 전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수준까지의 단계를 향해 발전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하고 있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발명자 또는 창작자로 될 수 있는지,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

프랑스어로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Intellectuelle이며 이를 줄여서 AIPPI로
칭함. 1897년 스위스법에 의해 설립된 UN의 자문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무역거래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산업재산권제도 및 기술라이
선스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음.

미국 개정특허법 / 미국 발명법 [미국]
2011년 9월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 개정 특허법. AIA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의 관점에서 미국이 200년

algorithm

이상 유지해오던 선발명주의를 변경하여 선출원주의를 도입함.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제3자가 특허등록

알고리즘

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모든 특허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Post-Grant Review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그
기간 이후에는 Inter Parte Review 절차로 다툴 수 있게 함. 이외 선사용 항변 인정, 소송당사자 병합요건
강화, 변호사 자문 규정 등을 법제화함.

AIMS(Administr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통합운영관리시스템
WIPO의 재정 및 예산 세입 / 세출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AIPA(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ㆍ방법ㆍ명령어들의 집합.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Alice-CLS BANK case
엘리스-CLS BANK 사건 [미국]
2014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무효소송 판결. 사기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Alice의 특허가 무효라며 CLS Bank가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은
Alice의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범용 컴퓨터에 의해 단순 실행되는 것 이상의 부가적 구성이 없으면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재능이나 창작성을 단순히 구현하는 무효인 출원발명과
인간의 재능이나 창작성에 그 이상을 가미 또는 변환한 유효한 발명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함. 또한,

미국 발명자보호법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발명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을 판단하기 위하여 2단계 검증법을

1999년 11월 29일 제정된 미국의 특허 일부 개정법으로서 출원공개제도, 당사자계 재심사제도(Inter Parties

제시함. 대법원은 Alice 특허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무효판결을 하며

Reexamination), 계속심사제도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도입하였음.

CAFC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함. (1단계 : 청구항 발명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혹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인가? 2단계 : 만약 청구항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인 경우, 청구항이 전체로서 특허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적격성과 관련된 법률적 예외사항과 현저하게 다른 것을 열거하고 있는가?) 동 판결은 향후 컴퓨터 및

미국 지식재산권법 협회

의료분야 발명 등의 특허적격성 논란의 시초가 되는 판결임.

1897년에 회원들 간 교류증진 및 지식재산권의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됨. 미국 특허상표청이 소재한 버지
니아 주 알링톤에 위치함. 40여 개의 분과위원회(committees)를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all elements rule

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을 제안하고 회원들에게 지식재산권과 변리사의 윤리기준 등을 교육함.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AIPN(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인터넷을 이용한 일본특허청(JPO)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일본]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일체의 원칙이라고 함.

일본의 심사정보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심사관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allowability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Asian Industrial Property Network를 개명한 것임.

등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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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 등록허여를 위한 요건을 만족한 상태를 의미. 미국특허상표청은 그러한 상태에 놓인 출원에 대해

amount and substantiality

출원인에게 ‘Notice of Allowability’를 발송함(미국 특허심사기준1302.3.).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출원에

(이용된) 비중과 중요성 [미국]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특허결정을 하여야 함.

ambiguous / obscure / unclear description

A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요소 중 하나. 저작권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이용된 부분의
양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 어느 정도의 이용이 목적달성에

불명료한 기재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이용된 부분이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보고

많거나 그 중요성이 높을수록 저작권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고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발명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시행착오나 별도의 실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 사용 등 재현 가능한

낮다고 할 수 있음.

정도로 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가 됨.

amount in controversy
ambush marketing

청구금액

매복 마케팅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행사나 스포츠 스타를 마치 자기 회사와
관계가 있거나 자기 회사가 후원하는 것처럼 선전, 광고하는 행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AMP-Miriud case

행사에서 종종 발생함. 일례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SK텔레콤은 ‘붉은 악마’ 캠페인을 통해 공식

미분자병리학회-미리어드 사건 [미국]

스폰서로 지정된 KT를 제치고 마케팅 효과를 본 바 있음.

AmCham Korea(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2013년 6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유효성소송 판결. 유방암과 난소암 진단방법과 관련된 DNA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소송에서 특허등록 대상에 관한 이슈로 특허법 제101조는 ‘새롭고 유용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법칙, 현상 및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기된 DNA발명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DNA 부분은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고

한미 양국 간의 무역과 통상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

인공 합성된 cDNA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등록대상임을 확인한 사례임.

amendment of application

analogous art

출원의 보정

유사기술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거나 출원인이 자진하여

해당 발명의 분야에 속하지 않지만 그 분야의 종사자라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찾아볼 수 있는 관련 기술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의 정보. 유사기술의 경우 비자명성(진보성) 유무를 입증하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음.

일정한 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출원인의 본래의 의도대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 출원의 보정은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정정하는 ‘실체보정’과 특허에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관한 절차의 방식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정정하는 ‘절차보정’이 있음. 절차

미국의 약식신약허가신청

보정을 방식보정이라고도 함.

amicus curie briefs
법정 의견서

제네릭의약품의 시판허가 신청 시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입증자료만 제출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시험 데이터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판허가 시 제출되었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방식을 말함. 임상시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오리
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소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가 청원 또는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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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patent

결합상표(combined mark)의 무효 또는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를 분리

동물특허

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표유사 판단의 원칙.

동물 그 자체, 동물의 일부분 또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것에 관한 특허.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탄생을 계기로 국내외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협의로는 동물 자체 및 그것을 만드는

anti-patent

방법에 관한 특허만을 지칭.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은 동물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 핀란드

반특허주의 [미국]

등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 동물에 대한 세계최초의 특허는 1988년 미국에서 허여된 이른바 하버드

미국에서 1930년 대공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말함. 이 시기에는

마우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 서울대 서정선 교수가 국내최초로 당뇨병발생 유전자 이식

특허권자에 대한 과보호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특허권의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하였음.

마우스에 대해 특허를 받았음.

일례로 1930년 미국 정부는 법무부의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 of the Justice Department)과 연방거래
위원회(FTC)에 anti-patent 소송만을 위한 특수조직을 만들었고, 1958년 미국 의회는 ‘특허제도가 미국

annual fee

경제에 미치는 영향(American Economic Review of the Patent System)’ 보고서에서 특허에 의해 창출되는

연차료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결론내리기도 함.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금원.

anti-trust law

anonymous work

독점금지법

무명저작물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저작물에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것. 무명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사망시점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확정이 용이한 저작물의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함.

위한 법으로서 국내법상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임. 미국의 연방독점
금지법에는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튼법(Clayt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있음. 2017년 1월 20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퀄컴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퀄컴은 삼성, 인텔 등 타
기업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를 거부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

anticipation

하는 등의 행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남(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025호).

예견
하나의 선행기술이 특허청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선행기술이 특허청
구된 발명을 ‘예견’하고 있을 경우 특허청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등록이 거절됨.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모조상품방지소비자보호법
모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제안되어 1996년 7월
3일자로 미국에서 발효된 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민사적 구제의 강화 및 단속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AOC(A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원산지명칭표시제도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와인, 증류주, 농축우유, 천연수 등 원산지명칭 표시와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APAA(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아시아변리사협회
아시아 지역에서 변리사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9년

antidissection rule

설립된 비정부기구.

비분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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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peal decision on fraudulent / deceptive act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해심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출범한 협력체. 1989년 11월 호주에서 첫 각료회의가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얻은 심결(특허법 제179조, 상표법

개최되었으며 1993년 시애틀에서 첫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미국,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제158조, 디자인보호법 제159조). 예를 들어, 특허권자 A가 그의 특허권에 관하여 B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싱가포르에 상설사무국이 위치함.

그 후 C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특허권자 A와 C가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로 심판관을
속여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질권자 B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해심결이 됨. 이 경우

apparatus claim

B는 A와 C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장치청구항
기계 혹은 구조물 등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청구항 형식. 청구항을 ‘화학물질 A의 저장장치’ 또는

appeal to the Supreme Court

‘구성요소 A, B로 이루어진 장치’ 등의 방식으로 작성함. cf) 방법청구항(process claim)

상고
상고는 항소사건(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제도임.

appeal
항소 / 상고

appeal trial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절차.

불복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appeal against decision of rejection / refusal
거절결정불복심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의 총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appearance

청구하는 심판.

외관
물품이나 표장의 외부적 형태를 의미하며, 인체의 시각을 통해 감지되는 외부적 형상 등을 의미함. 디자인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

에서는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외관이 그 보호대상이며, 상표에서는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 시에 외관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통하여 직감되는 관념을 이용함.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는데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이를 결정으로 거부하는

appellant

행정처분을 보정각하라 하며, 이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을

상소인

말함.

상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appeal brief

appellate court

심판청구 이유서

상소법원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과 그

하급심에 대한 상급법원의 통칭으로 지방법원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은

근거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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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tion of origin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허가하면서 공탁금 95백만불을 명령

원산지 명칭

하였고, 2014년 3월 1심 최종심에서 9억 3천만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이후 2심, 3심이 진행되어 삼성전자의

생산물의 품질이나 특성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유래하는 생산물에
대해서 그 생산물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을 의미함.

appellee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되었고 2018년 5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디자인권
3건에 대한 침해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 기술특허침해부분은 530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함. 이 사건은 표준특허보다 상용특허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판결임.

applicable / governing law

피 상소인

준거법

상소인의 상대방 당사자.

국제사업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데 적용하는 자국 또는 외국의 법률. 준거법의

Apple lay out case
애플매장 레이아웃 상표 사건 [유럽]

선정을 위해 국제사법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해당 법률관계에 가장 특징적이고 밀접한 요소
(당사자의 국적ㆍ주소ㆍ상거소, 법률행위 행위지, 불법행위지 등)을 매개로 어떤 나라의 어떤 법이 사건에
적용될지를 정함.

2014년 7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상표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판결. Apple사가 독일특허청에 일반
소매매장(retail store)의 레이아웃(lay out)을 입체 상표로 출원했으나, 독일특허청은 애플 상표가 단지
영업을 위한 본질적인 형태에 불과하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거절함. 이에 애플이 독일특허
법원에 항소하였고, 특허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매매장의 레이아웃과 같은 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을 요청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 출원상표가 소매매장 내부 인테리어의
라인(lines), 곡선(curves), 형태(shapes)의 총체적인 집합체(integral collection of lines)로서 식별력이 있을
경우 상표로 기능한다고 판결함.

applicant code
특허고객번호 / (구)출원인 코드
우리나라 특허출원 시 출원인(또는 기업)에 부여되는 식별번호.

application
출원

APPLE-ITC case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애플-미무역위원회사건 [미국]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2013년 8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내린 특허침해소송 판결. 특허권자인 원고의 모바일 멀티터치
스크린 관련 특허에 대한 침해 분쟁으로 ITC의 특허관련 심리에 대한 연방특허법원의 2심으로, 특허권자의

application claiming partial priorities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유효성 및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멀티터치 패널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로

부분우선권 주장 출원

진보성 검토에서 원고인 애플사의 상업적 성공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진보성에 근거한 관련 청구항의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

거절은 취소하였고, 침해 이슈에서는 관련 청구항의 경우 피고 모토롤라의 관련 제품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사례로, 특허의 진보성 논점에서 상업적 성공요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APPLE-SAMSUNG case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우선권주장(claim of priority) 참조.

애플-삼성 사건 [미국]
2012년 7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스마트폰의 통합검색 및 디자인

application date /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등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생산, 사용, 판매, 수입을 금지시켜

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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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일자. cf) 출원일 인정(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date)

application fee / filing fee

A

application for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품종보호 출원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립종자원에 등록출원하는 것. 품종보호

출원료

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음.

application filed on same day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dditional designated goods

동일자 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출원일이 같은 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상표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거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 후에 사업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동일·유사한

확장 등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에 의하지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아니하고 지정상품을 추가등록 받을 수 있게 한 것(상표법 제86조).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classification of goods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revoking) of a patent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상품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취소신청

신청 당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상품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 줄 것을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 선출원 관계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의

신청하는 제도(상표법 제209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이유로 특허청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취소신청을 받은 특허청은 3인 혹은 5인 합의체의 서면심리 후 특허 취소 혹은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림.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related design
관련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

병합신청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출원하는 것. 관련디자인등록

2개 이상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판 또는 소송 사건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고자 하는 신청.

출원은 기본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제35조).

병합된 사건의 심리 및 증거조사 등은 공통적으로 함이 원칙이며, 심결 또는 판결도 하나로 함. 병합사건에
대한 불복은 하나의 사건으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여야 함.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ecret design
비밀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기 위한 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디자인은 눈에 띄기 쉬운 물품의 외관에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발명ㆍ고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표장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외국의 출원인이 자국을 본국관청으로 하고, 우리

모방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도입된 출원제도임.

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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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for renewal of duration of trademark rights

특징으로는 첫째 친환경적이고 현지의 상황에 맞는 재료 / 기술을 사용하고 둘째 현지의 전기·통신 등

갱신등록신청

인프라를 고려하여 개발을 해야하고, 셋째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이 필요없다는 점임. 적정기술의 예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갱신등록
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월 이내에 할 수 있음.

application in paper / paper-based application
서면출원
특허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즉, 명세서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으로서 전자출원에
대비되는 개념임.

저개발국의 오염된 물을 정수하여 마실 수 있게 하는 휴대용 정수 빨대(라이프 스트로우), 전기 없이
농수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아프리카식 항아리 냉장고 (팟인팟쿨러) 등이 있음.

arbitrary mark
임의선택표장
이미 존재하는 용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만들어진 표장으로,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
되었을 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특성을 암시하거나 묘사하지 않는 단어나 도형을 의미함. 예를
들어 컴퓨터에 대한 ‘APPLE’ 상표, 담배에 대한 ‘CAMEL’ 상표, 휘발유에 대한 ‘SHELL’ 상표가 임의선택

application number
출원번호
출원 시 출원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 한국특허청의 경우, 권리구분(2 digits) + 연도(4 digits) + 일련
번호(7 digits)를 연결하며 13자리 숫자로 사용하고 있음. 권리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특허 10, 실용신안
20, 디자인 30, 상표 40, 업무표장 42, 단체표장 4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 증명표장 47,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8.

표장에 해당함.

arbitration
중재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arbitration clause

apportionment

중재조항

기여분
침해된 특허가 전체 제품의 일부에만 적용되었을 때 전체제품의 가치에 침해부분의 가치가 기여하는 부분.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에서 특허가 기여하는 부분(정도)을 특정해야 함.

라이선스계약서 또는 거래계약서에서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미리 정해 놓은 조항을 의미.

arbitrator / referee

appraisal

중재인

감정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제3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334조).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
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특허법 제128조의2).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중재절차에서 판정의 주체가 되는 제3자를 말함.

arguendo
가령 — 하더라도

appropriate technology

소송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위적 권리가

적정기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됨.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정치·문화·환경적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적용
되는 기술. 첨단기술과 하위기술의 중간 정도되는 기술로 중간기술, 대안기술 등으로 불림. 적정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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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gument

A

화체 되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됨.

항변
소송에서 공격방어 방법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artistic merits

배제하기 위하여 별개의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원고의 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예술적 가치

변제의 주장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항변에 해당함.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 그러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만 있으면 될 뿐, 예술적 가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아님. cf) 창작성(originality)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정부 간 지식재산권기구

artistic work

1976년 루사카 협약(Lusaka Agreement)을 통해 창설된 정부 간 지재권기구. 가나, 케냐, 나미비아, 수단,

미술저작물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등 영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1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본부는 짐바브웨 하라레에

인간의 사상,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있음. 특허의 경우 각 회원국이 특허출원을 접수받으면 ARIPO에서 실체심사 후 등록하며, 모든 회원국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들이 이에 포함됨(저작권법 제4조제4호).

에서 등록받는 효과가 있음. 한편, 상표의 경우, 각 회원국이 상표출원을 접수받으면 ARIPO는 방식심사만
담당하고 각 회원국이 실체심사 후 등록하는 절차로, 상표등록의 효과는 해당 국가에서만 적용됨.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rticle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물품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회원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이라 함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10개국임.

article of manufacture

ASEM(Asia-Europe Meeting)

제품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원료 또는 조성물로부터 인위적인 기술로 제조한 물건을 의미.

아시아 16개국, 유럽연합(EU) 27개국, 제3그룹 3개국 정상들과 EU 집행위원장,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사무총장이 2년마다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article property

발간한 ‘월드 팩트북 2010(CIA The World Factbook 2010)’에 따르면 ASEM 지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물품성

60.3%를 차지하고 총면적은 33.4%를 차지하고 있음.

디자인이 물품에 표현 또는 화체되어야 한다는 요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물품에 화체 되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됨.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asexual reproduction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저작권 보호대상이고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미키마우스가 프린팅된

무성반복생식

컵 등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함.

무성생식은 감수분열, 수정 등을 거치지 않는 생식을 말함. 식물에서는 개체가 분열, 발아, 꺾꽂이 등으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구 특허법에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식물은 무성반복생식을 할 수

article to which the design is applied

있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2006년 3월 3일자 개정 특허법에서는 무성 / 유성 생식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

디자인출원 대상물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디자인이 체화된 물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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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ignee / transferee

attorney work product

양수인

대리인 작업서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양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소송을 예상하거나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사나 그 대리인이 준비하는 서류. 이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assignment / transference
양도

attorney-client privilege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양도는 특허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이며 유상의 판매나

변호사-고객 면책특권 /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무상의 증여를 불문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 변호사와 고객 간의 솔직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러한 내용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assignor / transferor
양도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있음.

attractiveness to customers
고객흡인력

ATR(Annual Technical Report)
연차기술보고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보고서 중의 하나로, 출원 및 등록 통계, 자동화시스템, 데이터

auction

베이스, 대민서비스, 정보화분야 국제협력 등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활동 전반에 관해 각 회원국이

경매

영문으로 작성한 보고서.

법률상 경매란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것을 의미함.

ATRI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llectual Property)

authentic products / genuine goods

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

진정상품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된 상품.

단체. 지식재산분야 교수 또는 연구원은 누구나 ATRIP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약 3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매년 유럽 등의 지역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간 지식재산 관련 학술정보를

authentication / notarial act

교류하고 있음.

공증

attachment / distraint / seizure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공증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공적
증명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반증에 의해 무력화할 수 있음.

압류
1.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author / creator of a work

2.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 3. 국가기관이

저작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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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property right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B

B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음.

authorization

B+ Group

실시허락권

B+ 그룹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재산권을 정해진 방법과 일정한 조건에 따라

B+그룹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B그룹(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32개국)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 cf) license

유럽연합(EU) 및 유럽특허청(EPO) 가입국을 포함하는 45개국과, 여기에 EU와 EPO 2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일명 ‘선진국 그룹’이라 불림. WIPO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발전과 실질적인

authorship

특허법의 조화를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에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저작자의 지위

2008년에 가입하였음.

특정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저자로 간주되는 자격.

back / rear view

automatic lapse

배면도

자동소멸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의 반대인 뒤쪽에서 보이는 면.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미납에 의해 특허권 등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

background art

award

배경기술

판정 / 지급판정

출원된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 2011년 7월 이후 특허출원서에

중재계약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의뢰받은 중재인이 내린 판정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배심원의 지급판정.

첨부되는 명세서에는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여야 함.

Ball spline bearing case
볼 스플라인 사건 [일본]
1998년 2월 14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6年(オ) 1083). 이 사건
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균등론 적용의 요건에 의해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 이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균등론」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임.

basic application
기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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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을 위해 본국관청에 신청하는 출원을 기초출원이라 함. 이러한

BBS case

기초출원을 바탕으로 본국관청에서 협정의 체약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 기초출원은 2이상

BBS 사건 [일본]

일 수 있음.

B

1997년 7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7年(オ) 1988). 이 사건
에서는 특허제품의 국제적 소진이 쟁점이 되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의 특허권자 또는 이와 같이

basic fee

볼 수 있는 자가 외국에서 특허제품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제품에 대해서 거래선 내지 사용지역

기본수수료

으로부터 일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양수인과의 사이에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으로부터 특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내야 하는 수수료.

제품을 양수한 제3자 및 그 후 전득자에 대해서는 양수인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취지를 합의한 후 특허
제품에 이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제품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basic fe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 본 판결은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대하여 특허권이

국제출원 기본수수료

미치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병행수입된 특허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함.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지정국 개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납부해야 함. 흑백상표는 653 스위스프랑, 색채상표는 903 스위스프랑.

bearing of the costs of a trial
심판비용 부담

basic invention(유사어 : pioneer invention)

심판 절차 수행에 소요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문제.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기본 발명 / 개척 발명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종래에 유사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기술적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을 말하며
개척 발명이라고도 함. 이에 비해 개량 발명은 기본 발명에서 용도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개선된
기술적 효과를 보이는 발명을 의미함.

정함.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나,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청구인, 피청구인이
함께 부담하며,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를 하는 자가 부담함.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basic registration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기초등록

연기자, 연주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으로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WIPO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내)상표등록을 말하며 기초출원과 마찬가지로 기초
등록은 2이상일 수 있음.

외교회의에서 채택됨. 시청각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뿐만 아니라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도 복제권과 배포권 등을 부여하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bench trial

Bayh-Dole Act

판사에 의한 재판

바이-돌 법
특허와 상표의 개정법(Patent and Trademark Law Amendments Act)으로 불리는 바이-돌 법은 1980년에
미국에서 제정되었으며,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학, 공공연구소 등이 그들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배심원 없이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

특허를 받게 하고 특허권을 민간에 라이선스할 수 있게 함. 이 법을 통해 개인 혹은 국가에 귀속되던

benefit of confirmation

지식재산권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법인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대학의 특허 출원이

확인의 이익

활발해지는 계기가 됨.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소권의
요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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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from the crime
범죄수익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이익을 의미함.

구속력이 있어 법원(法院)은 자신이 한 종전의 판례 및 상급법원의 판례에 구속됨.

B

binding precedent
구속력 있는 선례

benefit-sharing

법원이 유사한 쟁점 또는 사실관계를 가진 후행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을 구속하거나 설득하는

이익공유

선행 사건에서의 결정이나 판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
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이익은 금전적 /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함.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베른협약(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

간 변이성.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베른협약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1886년에 체결되었으며, 정식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임. 2018년 10월 1일 현재 173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biological resources

8월에 가입함. 베른협약은 서적, 소책자, 강의, 연극, 무용, 영화 등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생물자원

하며, 내국민 대우원칙, 소급보호의 원칙, 무방식주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베른협약에 의해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보호되고 있는 권리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번역권,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 구성요소를 포함(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낭독권 등) 등이 있음.

biotechnology invention
best mode

생명공학 발명

최적의 실시예 [미국]

유전자 및 식물, 동물과 관련된 발명. 일반적으로 유전자조합, 세포융합, 세포배양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 특허법 제112조(a)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의 하나로,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하는 발명을 의미함. 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 핵산과 단백질 등 생물의 성분에 관한 발명 및 이를 이용한

최적의 실시예를 명세서에 기재해야함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에 따라 best mode 기재요건은 무효사유

발명 등이 있음.

에서 제외되었으나 등록요건으로는 유지). 우리나라의 경우 명세서에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예 란을 만들어 기재할 수 있음.

blanket license
포괄 라이선스

bibliographic data

이용하는 저작물의 수와 이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일정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서지정보

통해 얻은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제공하는 라이선스 방식. 예를 들어, P2P 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월

출원번호,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명칭 등의 정보로서 특허문헌의 검색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됨.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 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무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저작권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binding authority
구속력

blocking patents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법원(法源)을 말하며, 영미법에서는 선례에 법률상

상호저촉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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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다르지만 권리범위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결합되는 특허로서 특허의 실시를 위해서는 서로

bottom view

상대방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허를 의미함. 이 경우에 특허를

저면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B

사시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의 대칭인 아래쪽에서 보이는 면. 구조물이나 물체의 바닥 부분을 절단하여
위에서 보고 그린 도면을 의미함.

blurring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약화

도면의 간단한 설명

어느 상표를 타인이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가 지니는 기존의
판매력을 감소시키는 것.

특허 명세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도면을 설명하기 위해 기재되는 것으로, 도면이 구체적으로 나타
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첨부 도면의 종류, 도시 상태 및 도시 부분 등에

BM(business model / business method) invention

대한 설명을 간단히 기재하게 됨.

영업방법 발명

broadcasting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방송

시스템 또는 방법을 포함한 발명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
(BM) 특허가 됨.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무선 통신에 의한 방송뿐만 아니라 유선 통신에 의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body
본문(부)

Brother case

영문 특허 청구항의 형식에서 연결부 다음에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나열하여 기재하는 부분. 특허청구항이

브라더 사건 [일본]

“A와 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의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 여기서 A와 B는 본체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은 연결부, C는 종결부라 함.

Bolar provision / exemption

2004년 6월 23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15年(ワ)29488).
이 사건에서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Y(피고)제품은 X(원고)의 제품과 관련된 팩시밀리라는 특정 기종
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잉크리본이므로, Y가 잉크리본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팩시밀리에
사용할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보면 Y표장의

볼라조항 / 볼라면제

표시는 극히 통상적인 표기 태양이라고 해석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Y가 Y제품에 앞서 인정의 태양으로

Roche Products v. Bolar Pharmaceutical(Fed Cir. 1984) 판결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Y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상표로서의 사용행위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Y에 의한 Y표장의 사용은

허가를 받기 위한 정보 제출이나 신약 개발 등의 이유로 타인의 특허 발명을 그 보호기간 내에 실시하는

이 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Y표장의 표시행위가 상표적 사용이

행위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e)(1) 규정을 의미함. 볼라조항은 의약품 특허가

아니라고 하여 X의 권리 행사를 부정한 판결임.

만료되기 이전부터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s)의 판매허가에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border measures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경조치

부다페스트조약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그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해외 출원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부다페스트조약의 체약국 상호간에는 출원하는 미생물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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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하려는 각국의 출원서에 첨부하면 됨. 우리나라는 부다
페스트조약에 1988년에 가입함. cf) 미생물기탁제도(microorganism deposit system)

Budwiser Beer case

C

C

버드와이저맥주 상표 사건 [유럽]
2013년 1월 22일 유럽일반재판소가 내린 상표등록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벨기에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Bev)사와 체코의 부데요비키 부드바(Budejo- vicky Budvar)사간 ‘버드와이저(BUD)’ 상표권 분쟁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는 인베브사의 공동체상표(Bud)등록이 유효하다고 판시함. 인베브사의 공동체
상표 출원(‘96.7.1)에 대해 부드바사는 자사가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등 회원국에 기등록하여
사용중인 상표(BUD) 존재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 이에 대해 일반재판소는
인베브사의 출원일 이전에 부드바사가 단순한 지역적 사용을 넘어서는 정도의 규모로 BUD상표를 사용
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서 판매된 부드바사 제품 역시 규모나 매출면에서 매우
미미하므로 부드바사의 주장을 기각함.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지역별 항소법원의 특허 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항소법원을 통합해서 출범함.

calculation of damages by court’s discretion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소송에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을

입증책임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 이는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 불이익을
당하게 됨.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특허법 제128조 제7항).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등록취소

business emblem

특허의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이 특허등록 되었거나, 취소사유가 특허등록 후에 발견된

업무표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제1항제9호). 봉사활동단체 또는 사회공헌단체의 표장이나 한국소비자원, YMCA 등이
업무표장에 해당함.

business reputation
영업상 신용 / 업무상 신용
고객이 선호하고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와 계속 거래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영업상의 가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 및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행위 및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관련한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국 관할의 항소법원(2심 법원)으로서 특허법의 해석 및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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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82년 특허 전문 항소법원으로 신설됨. 특허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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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이미 등록된 특허를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함.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가 아닌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됨,

cancellations
취소
지정국 ‘전부’에 대하여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국제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함. 취소된 지정상품은
국제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되므로 권리자는 취소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capacity to be a party
당사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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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는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

행정관청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방법 또는 행위의 정지 및 수입 후의 상품판매 금지를 명령

즉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소송 절차에 있어 당사자 능력을 가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할 수 있음.

C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짐.

central attack
category of goods

집중공격

상품류 구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함.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상표(기초출원) 또는 등록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를 1류 이상 지정하여 출원해야 함. 상품류는

되어 있는 상표(기초등록)를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82년 특허 전문 항소법원으로 신설됨. 특허사건과

심사 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미 각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한꺼번에 모두

관련한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국 관할의 항소법원(2심 법원)으로서 특허법의 해석 및

효력을 상실함.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지역별 항소법원의 특허 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항소법원을 통합해서 출범함.

central definition theory / central claiming system
중심한정주의

cause of action

중심한정주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청구원인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발명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범위까지 특허발명의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장에 기재하는 사실관계.

보호범위를 확장하여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의미함. cf)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claiming system)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ertificate of correction

생물다양성협약

정정증명서 [미국]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특허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미국특허상표청이 발행하는 증명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에 체결됨.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정분배를 위해 체약국의 조치 의무, 기술이전

certificate of patent / letters patent

의무(선진국) 등을 부여하고 있음.

특허증

CBMR(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특허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 [미국]

certification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기한에 제한 없이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제도로서 미국 개정특허법
(AIA) 제정일(2011.9.16.)로부터 1년 뒤에 시작하여 8년 후에는 폐지되는 제도임.

cease and desist order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예로는
‘부안쌀’, ‘함평단호박’ 등을 들 수 있음.

정지명령

certification mark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시 제재조치의 하나로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중지절차에 있어서

증명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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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challenge of trial examiner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심판관의 기피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증명표장에는 양모제품의 품질보증 마크, 우리나라 국가통합
인증 마크 등이 있음.

심판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심판관에게 있을 때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그 심판관을 심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certification of original document of trade secrets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여부를 증명 받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해당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말함.

change / modification of application
출원의 변경
출원의 주체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동일한 법(상표법) 내에서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 즉,
상표출원, 단체표장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은 제외), 증명표장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은
제외)을 상호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cf) 변경출원(conversion of application)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결정등본

change in ownership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 전부명의변경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상표의 출원공고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 등에게 보내는 통지.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certified translation
공인번역
특허청 등에 제출할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이 문건을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번역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공인번역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을 받음.

Chakrabarty decision
차크라바티 판결 [미국]
1980년 Diamond v. Chakrabarty(447 U.S. 303)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의미함.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워런 버거 대법관은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 이 사건은 자연적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인조 박테리아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지정체약당사자의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인을 변경하는 것

change of substance
요지변경
최초의 출원서와 보정한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본질적 부분을 최초 출원 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것. 상표
출원의 경우 지정상품의 확대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characteristic features
독특한 특징 [미국]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비자명성을 가지는 특징이라고 출원인이 생각하는 디자인의 특정한
특징.

character

쟁점이 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은 박테리아가 자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markedly

캐릭터

different)’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인조 박테리아의 발명성을 인정함.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의 공동

만화, TV,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명칭, 도안,

자산으로 여겨지던 유전자를 비롯한 미생물, 생명조직 등이 특허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후 생명체 관련

특이한 동작 등과 나아가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하는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 캐릭터가

특허출원의 증가와 바이오 기술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음.

갖는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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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hemical invention

2009년 1월 28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20年(行ケ) 10096). 이

화학발명

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 29조2항이 정한 진보성 요건의 충족성은 선행기술로부터 출발

화학물질(화합물) 또는 화합물의 조성물과 관련된 발명. 화합물 자체, 조성물 자체, 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제조방법, 이용방법 등에 관한 발명을 포함.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CIPTC)
중국 지식재산교육센터 [중국]

하여 출원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특징점(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 구성)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한가 아닌
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용이 도달 여부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의
특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사후적 고찰을 배척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이 목적
하는 ‘과제’의 파악에 있어서, 그 중에 무의식적으로 ‘해결수단’ 내지 ‘해결결과’의 요소를 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해 발명이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도 당해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의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1996년 설립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추측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해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도를)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협력·교류 등을 추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시사(示唆) 등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함이 당연하다.”라고 판시함. 이
판결은 용이도달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종전 일본 판례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정립

choreographic work

하였으며, 이 판결을 계기로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었음.

무용저작물
음악에 맞출 수 있도록 창작된 무대 춤이나 기타 정형화된 행동의 연속동작으로 구성된 저작물. 저작권

circumvent invention

법상 무용저작물은 연극저작물의 유형으로 분류됨(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샤이보이 안무 사건에

우회발명

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에서 안무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cf) 연극

기존의 특허발명과 기술적 사상은 같지만 보호범위를 다르게 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를 추가한 발명으로서

저작물(theatrical work)

결국은 기존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발명. 예를 들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최초의 요소와 최종의 요소는 동일하고 중간에 객관적으로 보아 불필요한 요소를 덧붙인 경우가 해당됨.

cinematographic work
영상저작물

citation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인용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영상저작물은 일정 매체에 고정

적법하게 공중에게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목적상 정당한 범위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일본도 동일).

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됨.

CIP 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cited design / trademark

일부계속출원 [미국]

인용 디자인 / 상표

미국 특허청에 신청한 특허출원이 실제 출원일보다 더 앞선 날짜를 출원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속

출원된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출원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상표 또는

출원제도 중 하나로, 원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복함과 동시에 원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디자인을 말함.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출원을 의미함. 일부계속출원은 원출원과 발명자가 동일해야 하고 원출원이
포기 또는 특허등록 되기 전에 출원해야 함. cf)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Circuit-connecting Member case
회로용 접속부재 사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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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nd criminal liability

claim of priority

민·형사상의 책임

우선권주장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적인 책임.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서 선출원 명세서

등의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징역, 벌금형이 과해짐.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신규성, 진보성,
선후 출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절차

claimed invention / patented invention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상의

특허발명

구제 절차는 일반법원의 관할이며, 구체적인 절차로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등이 있음.

특허권이 있는 발명으로서, 심판 또는 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가 되는 발명. 참고로 미국에서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에 관련된 제품에 특허

civil remedy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35 USC §287). cf) 확인대상발명(accused invention)

민사적 구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clarification of ambiguous statements

구제받는 절차.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

불명료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밝히는 것.

claim

class heading

특허청구범위

클래스 헤딩

특허발명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기재된 부분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권의

NICE 분류 상의 34개 상품류 및 11개 서비스업류의 각 분류별 특성이나 포함되는 상품을 설명하는 부분.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함.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하나

classification

또는 둘 이상 있어야 함.

claim construction
청구범위 해석

분류
국제적으로, 특허출원은 IPC 분류와 CPC 분류, 상표출원은 NICE 분류, 디자인출원은 Locarno 분류를
사용함.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청구범위는 문자로 기술적
사상을 표현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특허분쟁에서 침해여부를 가리거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classification of goods

해석하는 것을 의미함.

상품분류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부터 NICE 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분류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류부터

claim element

34류는 상품, 35류부터 45류는 서비스에 관한 분류임.

청구항 구성요소
청구항을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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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요구되는 중간 강도의 증명

collateral estoppel

정도. 흔히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ence of evidence)보다는 높은 정도의

부수적 금반언 [미국]

입증이나,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sonable doubt)
보다는 낮은 정도의 입증책임 정도임.

clinical trial

전소에서 당사자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투어 법원에서도 그것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을 경우에 동일한
쟁점을 주요한 선결 문제로 하는 후소 청구에서 그에 모순되는 입증이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금하는 효력.

collective mark

임상시험

단체표장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
·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closure of trial proceeding
심리종결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법인의 소속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단체표장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심볼마크 등이 있음.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법률상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공식적 재판이나 심사행위를 종료하는 것.

CNIPA(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예로는 ‘안동간고등어’, ‘순창고추장’, ‘한산 모시’ 등을 들 수 있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중국의 특허청으로 1980년 설립.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collective work

보호체계 수립 업무를 수행함. 2018년 4월 이전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업무는 국가지식산권국에서

편집저작물 / 집합저작물

담당하고, 상표, 지리적표시 관련 업무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각각 수행하였으나, 2018년
3월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상표, 지리적표시 관련 업무를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이관·통합함. 2018년
9월 영문 명칭이 SIPO에서 CNIPA로 변경됨. 본부는 베이징에 위치.

co-applicant / joint applicants
공동출원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통상적으로 백과사전, 연감, 정기간행물
등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 또는 기여하여 작성된 편집물이 편집저작물에 해당되며, 편집물이어도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

collegial body of appeal examination / of administrative trial
심판관 합의체

2인 이상이 하나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이를 공동출원인이라 함.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협의하여 심판사건을 결정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 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coined mark
조어표장 / 창작표장

color depletion theory / color monopolization(scarcity)

상표사용자가 상표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창작한 상표로서 사전적 의미를 갖지 않는 상표. 조어상표의

색채고갈론

예로는 Kodak, Xerox, Asics, Viagra 등이 있음.

과거 단일색채가 상표로 인정되지 않았던 이론적 근거로서 동종업계에서 식별 가능한 색채는 제한되어
있는데도 이를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여 선점할 수 있게 되면 점차 색채는 고갈되고 경쟁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색채는 줄어들게 되어 단일색채 상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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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개정 상표법에서 단일 색채만으로 된 상표를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

하는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의 긍정적인 근거로 참작할 수 있음(대판 95후1302).

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C

commissioned work
color location statement

위탁저작물

색채위치의 진술 [미국]

저작자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표장에서 색채가 구현되는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채색한 도면이 출원인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

의미함.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의뢰인에게, 창작자에게, 혹은 공동으로 인정되기도 함. 예를 들어 저작물의 작성을 도급인(의뢰인)이

color trademark

계획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창작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도급인의 지시 또는 주문사항을 작품 중에 나타

색채상표

냈다하더라도 작성자인 수급인이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구사하고 스스로의 창의와 기법에 의하여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한 것의 각각에 색채를 넣은 것, 또는 색채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함. 대표적인 색채상표에는 Christian Louboutin의 빨간색 구두 밑창, 3M의 노란색
포스트 잇, Tiffany & Co.의 푸른색 박스 등이 있음.

combination invention
결합발명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을 통해 생성된 발명. 결합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소를 더 부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행발명과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성은 문제되지 않음. 다만, 결합발명은 진보성
여부에 따라 공지기술의 단순한 집합인 주합발명(aggregation invention)과 2가지 구성을 결합하는 데
있어 기술적 진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조합발명(combination invention)으로 나뉘는데, 주합발명은
조합발명과 달리 진보성이 없어 특허 받을 수 없음.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위탁을 받은 수급인의 정신적 작업이 작품의 결정적인 요소로 되었다면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 저작자로 됨. 우리와 다르게 미국 저작권법 상에서는 위탁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의
하나로 간주되고 저작물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됨.

common name / generic name
보통명칭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가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현실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명칭. 휴대폰, MP3 등이 일례가 되며, 이들은 출처에 대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

common surname or name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commercial impression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이는 식별력이

거래상의 인상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상표 또는 표장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나 생각.

commonly used art

commercial success

관용기술

상업적 성공

주지기술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함.

특허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 국가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비중은 다름. 예를 들어 미국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Graham v. Deere 판결 이후 진보성의 2차적 고려

commonly used mark

요소로서 상업적 성공을 중요한 판단 요소 중의 하나로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상업적 성공 또는 이에

관용표장

준하는 사실은 그 상업적 성공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에 의한 성공으로서, 판매기술,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동업자 다수가 계속적으로

선전ㆍ광고기술 등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원인이 주장ㆍ입증

제한 없이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관용표장의 예로는 정종, 요구르트, 아스피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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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 transmittal
송달

산정에 관한 규정(법 제128조)을 두고 있음.

사법기관이 소송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공증하는 행위.

직무발명보상

C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companion applications

고려하여 기여자에게 보상하는 것.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동일인출원 [미국]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하여 정해지게 됨.

같은 출원인에 의한 출원.

compensation for loss

comparison by distinctive elements

손실보상

분리관찰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그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

상표가 복수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어 식별력을 발휘하는 부분의 요부가 2 이상일 경우, 각각의 요부를
비교대상 상표와 대비시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competence
(권리자 또는 출원인)적격성

comparison by recollection of trademark
상표의 이격적 관찰
2개의 상표를 각각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접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 상표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 해당 출원인이 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여부.

competency of evidence
증거능력

comparison of feature of trademark

법률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 형사소송법상으로 증거가 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상표의 요부 관찰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에서는 유형물이 증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전체에 대하여 관찰함이 원칙이지만 적절한 전체적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부기적 사항을 제외하고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서 식별력의 요소를 추출하여 관찰하는 방법.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함.

competent authority
관할관청

comparison of trademark
상표의 대비적 관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비교하여 관찰해야 함을 의미.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

competing application
경합출원

compensation for damages
손해배상

동일한 발명·디자인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출원한 경우를 말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피침해자에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complaint / written accusation

금전적인 배상. 이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허법에는 손해액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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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사자, 법정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을 포함하는”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방식요건 불비로 재판장에

해당 특허발명(A)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된 발명(B)이라도 해당

의한 소의 각하 사유가 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발명(B)의 실시가 침해로 인정됨. 개방형(openended) 연결부라고도 함.

component of design
디자인의 구성요건

compulsory license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품성(물품에 표현될 것),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강제실시권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시각을 통한 것), 심미성(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갖추어야 함.

공공의 이익보호와 특허권의 남용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정부가
특허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의 허락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게 된 자의 권리를

composite / combined mark
결합표장

의미함

두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표장. 예를 들어 두 개의 단어의 결합, 단어와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

computer program invention

어진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중 2이상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구성된 표장.

발명을 실시할 때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CPU, 메모리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 논리적 단계들을 필요로
하는 발명.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composite works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결합저작물

수 있는 매체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14.7.1. 출원부터 적용)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이에 비하여 공동저작물(joint works)은 이바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음.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함(특허심사기준 제9부 제10장).

computer program works

compound word mark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합성어 표장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즉 컴퓨터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

두 개 이상의 단어 또는 단어와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 표장. 합성어 표장에는
‘ECODECO’, ‘C.Razer’ 등이 있음.

comprehensive name
포괄명칭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협의의 포괄명칭) 또는 동일 혹은 복수의 상품류
구분 내에서 복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광의의 포괄명칭)을 포함하는 상품명칭.

conception
착상 [미국]
완전한 발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함. 즉, 발명자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생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서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음.

공존상표권 [미국]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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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trademark right

com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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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conflicting mark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자도 상표권자와 같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저촉표장

권리.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 전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영업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

concurrent use application

타 법률에 저촉되는 표장. 상표의 사용이 그 상표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
디자인권, 또는 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 저작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상표법 제92조 제1항).
또한 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타인의 아이디어를

공존사용출원 [미국]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상표법

상표출원인이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ㆍ유사한 자신의 상표를 미국 내

제92조 제2항).

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상표의 등록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 공존사용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상표를 상거래에서 사용한다는 점과 상표의 사용 지역, 상표의 사용 형태, 공존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conflicting relationship

등을 제출해야 함(미국 상표심사기준 819.01(q)).

저촉관계

confidential test data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권리(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권 등)가 존재하며 어느 한쪽의 권리를 실시하면
다른 쪽의 권리를 실시(침해)하는 관계가 상호 간에 성립되어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관계. 선출원된 디자인

비공개시험데이터

권의 창작의 대상이 일정한 형상ㆍ모양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 후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구성

공개되지 않은 시험데이터를 말하며, 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제약특허 등에

요소를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 양자는 상호 저촉관계에 있음.

있어서는 임상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에 관한 비공개자료는 중요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음.

confusion as to the source
confidentiality agreement

출처혼동

비밀유지계약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와 혼동이 되는 것. 출처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에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 비밀유지

포함되며 주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 구성의 일부를 변경, 가감, 축소, 확대 등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함.

configuration of an article

consideration of prior art (level of technology)

형태성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파악되는 물품의 외관.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특허 발명의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임. 형상은 필수요건이며, 모양, 색채는 부가요건임.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

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

consisting essentially of

전부 가거절확정통지서

필수적으로 구성된

가거절통지 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WIPO에 통지하는 서류.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 (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필수적으로 ～으로 구성된”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연결부 표현이 사용될 경우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해당 발명의 기본적이고 신규한 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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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open-ended), 즉 “comprising”과 같은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continuation of procedure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경우라도 그 구성요소가 특허의 기본적이고 신규한 특성에 실질적으로

절차의 속행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는 특허침해가 성립하게 됨.

consisting of

C

절차의 중단사유가 해소된 경우 절차가 계속되는 것.

continuing application

구성된

연속출원 [미국]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으로 구성된” 또는 “～으로 이루어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발명만이
권리범위에 속하여 침해가 성립하고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발명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폐쇄형
(close-end) 연결부라고도 함.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현저한 지리적 명칭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
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음.

이미 출원된 모출원의 출원계속 중에 모출원에 대한 출원일의 이익(특허성에 관한 판단시점의 소급)을
주장하면서 추가로 진행되는 출원을 말함. 연속출원에는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이 있음.

continuous right for use
계속적 사용권
일정기간 또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지재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contributory infringement
기여침해
자기가 제공하는 어떤 수단이 특허권자의 실시(생산 등)에 해당하며 특허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어 특허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 제품의 3D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여

constructive use

타인이 제품을 생산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도운 결과가 된 행위가 해당함. cf) 유도침해(induced

사용간주 [미국]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상표를 사용할 의사(intent-to-use)로
출원하여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출원일에 상표를 거래상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상표를 거래상 사용한
날짜가 실제로는 출원일보다 늦다 해도 출원일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이에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continuation application
계속출원 [미국]
이미 출원된 모출원(제1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되기 전에 모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위하여
별도로 출원되는 정규출원을 말함. 계속출원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용됨.
계속출원의 발명자와 모출원의 발명자 중 적어도 한명 이상은 동일해야 하며 청구항의 내용이 모출원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함.

infringement)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한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협약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일명 레코드 협약이라고도
불리며 음반 해적판의 유통을 방지하고 음반의 무단 복제물의 작성, 수입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으로 1971년 10월에 채택됨. 이 조약은 WIPO와 UNESCO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conversion of application
변경출원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 변경출원은 원출
원일이 유지되면서 출원의 형식만 변경하기 때문에 별도로 출원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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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wner

특허증이나 상표등록증이 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않은 경우에 이를 수정하여 바로잡는 것을

공동소유자

의미함. 이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하여 발급하거나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어떤 권리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을 공동소유자라고 함.

C
correction of patent

co-ownership

특허의 정정

공유

정정심판(trial for correction) 참조.

2인 이상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지재권의 경우 계약 또는 지재권의 양도에 의해 공유의
소유형태가 나타남.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처분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보존

corrections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

경정
WIPO 국제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 WIPO 국제사무국이 직권

co-pending application

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명의인이나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체약당사자 관청이

동시계류 중인 출원

경정을 불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동일 출원인에 의해 특허청에 동시에 진행 중인 복수의 출원.

cost of trial / appeal examination

copyright

심판비용

저작권

특허청 고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 또는 재심과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Council Regulation (EC) No. 40 / 94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공동체상표법

copyright proprietor

유럽공동체상표제도의 초안은 1980년에 이미 마련되었으나 유럽공동체 상표 및 디자인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

상표,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절차를 관할 관청인 (구)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현 유럽연합 지식
재산청, EUIPO)의 소재지 및 공식언어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유럽공동체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owner of copyright 참조.

않아 13년간 협상이 지속되다가 1993년 12월 채택됨. 이 법에 따라 유럽공동체상표는 출원인이 직접 상표청을

correction by ex officio
직권보정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할 때에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아 놓는 것. 직권보정을 하려면 결정등본을 송달함과 함께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함.

correction of certification

통하여 출원하거나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상표청에 출원할 수 있음. 이러한 경로로 등록된 유럽
공동체상표는 유럽공동체 전역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침.

counterbond
역공탁금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피의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
위해 공탁기관에 맡겨 두는 금액.

등록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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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claim

선진특허분류

반소

IPC(국제특허분류)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로서,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 유럽 특허청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에 반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

주도로 2012년 개발됨.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CPC, I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음.

counterfeit goods

CPCC(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

위조상품

중국 저작권보호센터 [중국]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 cf) 진정상품

중국 저작권 등록, 저작권 감정, 저작권 컨설팅, 저작권료 징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판권국

(genuine goods).

(NCAC) 산하기관.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동영상 모니터링 및 상시대응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함.
CPCC는 ‘인터넷 동영상·음악 저작권 모니터링 및 조사·증거수집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불법
콘텐츠 삭제서비스를 제공함.

counterfeiting
위조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자가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함.

CPIC(China Patent Information Center)
중국 특허정보센터 [중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 특허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중국 특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counterfeiting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center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특허청이 위조상품의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설치한 인터넷 사이트. 위조상품의 유통, 제조,

업무, 데이터 수집, 특허문헌 번역 등의 정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creation of technical idea

판매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제보를 접수하며,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침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자에 대한 조사 실시, 시정권고, 검찰 송치 등을 수행함. 온라인상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제보도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

접수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또는 사상이면 됨. 즉 발명은 현실적인 수단으로서의 구체성을 가지는 기술이 아닌 장차 기술로서의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함.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됨.

country of origin

criminal complaint

원산지 국가

고소

리스본협정(Lisbon Agreement)에서 원산지명칭의 지역이 소재하는 국가를 의미함.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 제공국

cross license / mutual license

야생 또는 사육된 생물종을 포함하여 현지 내(in-situ)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크로스라이선스 / 상호실시허락

관계없이 현지 외(ex-situ)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둘 이상의 특허권자 상호간에 자기가 보유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
2011.8.11, LG전자와 SONY는 양사간 플레이스테이션3(PS3)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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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rystal form invention

cyber-squatting

결정형(結晶形)발명

사이버 스쿼팅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유명회사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네임(domain name, 인터넷 주소)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판매할 의도로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선점하는 것.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

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
두 국가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여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최종 특허여부는
각국 특허청에서 결정함.

Customs Administration Service
관세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통관 및 밀수, 부정수출입
행위를 단속하는 행정기관.

customs authority
세관 당국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 징수
및 검역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

customs clearance
통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함(관세법 제2조 제13호).

CWS(Committee on WIPO Standards)
WIPO 표준위원회
지재권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위한 WIPO 위원회. 미생물특허 서열목록 표준화, 출원인명칭표준화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예로 ST.96은 산업재산권 통합 XML표준이고 ST.26은 서열목록에 대한 XML표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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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무국이 출원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국제등록일은 선출원 및 선등록 여부 판단의 기준이

D

됨. (디자인) 국제출원의 제출일. 다만, 관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의 접수일이 출원서의 제출일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 헤이그협정 제5조(2)에 따른 추가적인 필수사항에 관한 하자 때문에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국제등록일은 그 하자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 또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중 늦은 날이 됨.

DAS(Digital Access Service)
WIPO 경유 데이터 교환서비스
WIPO를 경유하는 양자 간 데이터 교환서비스. 한국특허청은 현재 에스토니아, 스페인, 덴마크 등 13개국과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우선권증명서류를 교환하고 있음.

date of publication
공개일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공개공보에 실려 대중에게 공개된 날짜.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data exclusivity

출원접수일자

데이터독점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임상자료를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미국 식품의약품법(The Food and Drug Act)상 신물질 의약품은 시판허가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특허청에 접수한 일자.

받은 날로부터 5년, 새로운 용도에 관한 의약품은 시판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임. 우리나라는 일본의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begins

법을 모델로 하여 직접적으로 자료독점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기존의 신약재심사제도를 활용

기산일

하여 간접적으로 자료독점권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초로 허가받은 신물질 의약품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시작일.

및 그 외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해서는 6년간, 기존의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4년간 보호하고 있음.

database protection

DCC case
DCC 사건 [일본]
1983년 6월 16일 일본 동경고등재판소가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昭和 57年 (行ケ) 110).

데이터베이스 보호

이 사건에서 일본 동경고등재판소는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일상 사용의 일반적 상품에 대하여 ‘수요자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것이 미등록상표이지만, 그 사용사실에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함. 데이터베이스 중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적은 노력

비추어 후에 출원되는 상표를 배제하고, 또한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호를

으로 데이터의 추출, 복제 및 재이용이 가능한 컴퓨터에 의하여 자료를 저장·추출할 수 있는 형태임.

받는 것인 점 및 현재 상품 유통의 실태 및 광고, 선전매체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상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형태로 제작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

등록출원 시에 전국에 걸쳐 주요 상권의 동종 상품 거래업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어 있든지, 또는

진흥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있음.

적어도 하나의 현 단위에 그치지 않고, 그 인접한 수개 현의 상당 범위의 지역에 걸쳐, 적어도 동종 상품
취급업자의 절반에 이르는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일

판결은 주지성의 요건, 특히 지역적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임.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상의 국제등록일은 일반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날”이지만, 본국

DDA (Doha Development Agenda)

관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도하개발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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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다자무역협상. WTO는

decision of registration / allowance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등록결정

이름대신 동 이름을 채택함. 이는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개발 측면을 반영한 결과이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de facto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D

행정처분.

decision on petition

사실상의

심리절차개시결정

“사실상 존재하는”, “표준이나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효력을 갖는” 또는 “법적요건은 없지만
사실상 존재하는”의 의미로서 법률상의(de jure)와 대비되는 개념임. 예) de facto standard(사실상의 표준),
de facto marriage(사실혼). de facto trademarks(사실상의 상표=비등록상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내리는 결정. 개시결정서를 사건 당사자들에 통보하여
결정을 알리고 이 후 현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에 의해 심리가 진행됨

declaration of intent to use a mark

de jure

상표사용 의사의 선언

법률상의
“법에 기반을 둔” 또는 “권리에 의하거나 법에 따라 존재하는”의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사실의”라는 뜻을
가진 de facto와 대비되는 개념. 예) de jure standard(공적 표준), de jure marriage(법률혼). de jure patent
term extensions(법률상 특허권존속기간 연장)

deception of user

상표의 경우 사용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상표등록 또는 출원의 요건으로 상표사용
의사의 선언을 요구하는 국가(미국 1988년 개정 Lanham Act)가 있음. 우리나라는 ‘사용의사확인제도’를
2012.3.1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출원 시 상표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과정에서
사용의사가 의심될 경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 포함하여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declaration of non-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earch report

수요자 기만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선언서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상품의 진정성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의미함.

decision of patent / decision to grant a patent
특허결정

PCT 국제조사에서 모든 청구항의 기술내용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청구된 대상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PCT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그 이유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서식.

declaration that a limitation has no effect
감축의 무효선언 통지서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

decision of refusal / rejection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을 통해 신청한 감축(Limitation)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감축이 효력 없음’을 선언하고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통지서. 국제사무국이 감축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통지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함.

거절결정
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후, 출원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 거절결정을

declaratory judgment

내릴 때에는 심사관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확인판결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인의 소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본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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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ation / dismissal of amendment

defense patent

보정각하

예방 / 방어특허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나 보정을 통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특허권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공개를 통하여 향후 특허침해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선행기술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결정으로 거부하는 행정처분.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특허를 의미함. 미국은 과거 출원인이 특허받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청할 경우
바로 공개하여 선행기술의 지위를 부여하는 SIR(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나,

dedication to the public / dedication to the public doctrine
공중에 기부

출원공개제도 도입(’99)으로 유명무실해지자 AIA 개정 시 폐지(’12)하였음.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모두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의

defens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부분은 특허권자가 공중에 기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 사유 중 하나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deed of assignment

심판. (특허) 원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어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양도증서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cf)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발명자(출원인)가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한 증명으로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후에 제출하여도 됨.

defensive trademark
방어상표

default of registration fee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

등록료의 불납

받는 제도.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상표 ‘요맘때’의 방어상표로서 ‘그맘때’, ‘이맘때’가 등록됨.

지식재산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다만, 등록료의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등록출원 등의 회복규정에 의하여

deficiency in the description / lack of description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기재불비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고

defective patent

있지 않은 것.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이며, 일부 기재불비는 무효사유이기도 함.

흠결 / 무효사유 있는 특허
명세서 및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의

delay in meeting certain time limits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불능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는 특허를 말함.

기간의 지연
조약 또는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 우편업무의 중단 또는 피할 수 없는 우편물의 망실 또는 우편의 지연으로

defendant

인하여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피고
소송을 당한 당사자로서 원고의 상대방. 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

demand / request for correction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

정정청구

소송 등 당사자계 심결 취소 소송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때에 이와 관련된 특허의 특허권자가 특허의
무효를 피하기 위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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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partment of Commerce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상무부 [미국]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상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정부기관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산하기관임.

dependenc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마드리드시스템) 국제등록의 종속성
국제등록의 효력은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게 되며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음.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하며 종속기간은 5년임.

dependence of right
권리의 수반성
어떠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에 기초해서 발생한 다른 권리도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그 파생권리도 함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함.

수탁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미생물 기탁제도는 기탁기관에 기탁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D

deposition
선서증언 [미국]
본안소송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교대로 질문하고 전문적인 기록
담당자가 그 내용을 속기로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후일 법정에 증거로 제출됨. 양측 변호사가
약속하여 특정 장소를 정하는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게 하게 됨. 증인은 심문 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선서를 하고 심문을 받으며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위증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depository institution / authority
기탁기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시 미생물의 기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의 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orean

dependent claim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 KCCM), 한국세포주은행연구재단 (Korean Cell Line Research

종속항

Foundation, KCLRF),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청구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서 다른 항의 내용 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내용도

KACC)이 있음.

변경되는 청구항을 말함. 독립항(독립청구항)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종속항(종속청구항)임. 종속항은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의 형태로도 기재할 수 있음.

dependent invention
종속발명

derivation proceeding
파생절차 [미국]
발명자가 제3자의 선출원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하여 그 특허대상이 발명자 본인의 작업으로부터 파생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심판 절차. 미국 개정특허법(AIA)에 따라 신설된 절차로서 2013년 3월 16일 이후
출원에 적용되며, 기존의 저촉심사 (interference proceeding)를 대체함. 그러나 저촉심사는 2013년 3월 16일

다른 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른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을 말함.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함. 파생절차는 모인 관계의 출원 사이에 진행되는 반면,
저촉심사는 선발명자의 구분에 의문이 있다면 모인 관계가 아니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deposit account
예납제도

derivative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파생물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deposit of microorganisms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나고야의정서 제2조).

미생물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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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 work

design for a set of articles

2차적 저작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인정됨(저자권법 제5조). 즉,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을 때 1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음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기존의 저작물(원저작물)과는 별도로

Design Protection Act

독립적으로 보호됨.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work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저작물의 훼손행위

12월 31일 법률 제951호로 제정됨. 디자인등록 출원, 등록, 심사요건 및 디자인권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다루면서 그 가치를 줄이거나 저작자의 명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행위.

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음.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design registration

발명의 설명

디자인등록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특허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추어야 함(디자인

청구항의 기초가 됨.

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나,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description requirement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 있음(디자인보호법

명세서 기재요건

제34조).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design right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42조 제3항).

디자인권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디자인권의 존속

descriptive mark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함.

기술적 표장
사물이나 상품의 성질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용어로 이루어진 표장. 즉,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가격,

designated goods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말함.

지정상품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상표는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design / industrial design
디자인

하는 자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함.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

designated period

보호법 제2조 제1호).

지정기간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시간의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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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예를 들어, 동일출원의 협의명령기간, 절차의 보정기간, 의견서 제출기간,

diligence

심판청구서 보정기간 등이 이에 속함.

근면 [미국]
선발명주의를 택하고 있던(2011년 개정특허법(AIA)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 미국에서 선발명을 입증하기

designated states

위해 발명의 완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 예를 들어 A가 발명을 착상(conception)한 날짜가 B 보다

지정국

빨랐어도 발명의 완성(reduction to practice)이 B보다 늦은 경우에 A가 선발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에서 권리를 보호

B가 착상한 날 이전부터 완성한 날까지 계속적으로 근면한 발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여야 함.

받고자 하는 국가.

dilution
designation of entire classes

희석

전류지정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권자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저명

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해당 상표를 모든 분류에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함.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등(이하

designing around a patent

‘상표 등’ 이라 함)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특허 우회(회피)설계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제하고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희석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발명의 구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

diagrammatic work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 평면적
설계도·분석표·그래프·도해 등 또는 입체적 지구본·인체도형·동물모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음.

전자서명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 것. 특허출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함.

digitization / digitalization
전자화
서면문서들을 스캐닝 등으로 처리하여 전자화하는 과정.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Dior case
디올향수 등록사건 [중국]
2018.4.26 최고인민법원은 크리스찬디올 향수회사가 제기한 상표거절복심취소송 판결에서 상표평심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행정절차 정당성의 원칙을 위배했고, 행정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이익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디올상표 등록거절은 부당하다고 결정함. 본 사건은 입체상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제
등록에 근거하여 중국내에서 보호범위 연장을 인정한 판례로서, 중국이 국제상표신청인의 합법적인

digital / electronic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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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내국인과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판례로 인용되고 있음.

direct estoppel
직접금반언 [미국]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 소송원인에 기한 논점이 현실적으로 심리되었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시 그 논점으로
소송할 수 없다는 원칙.

direct infringement
직접침해
특허침해의 유형은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침해는 침해물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영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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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함. 직접침해의 유형에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가 있음. 문언침해는 침해물이

disclosure right / right to make public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균등침해는 침해물의 구성요소의

공표권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함.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

D
discovery

direct verdict

발견 / 증거개시절차 [미국]

지시평결
사실심리에서 제출된 증거로 보아 재판의 승소,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사의 지시대로
내려지는 배심원의 평결.

(발견)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발견 그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증거개시절차) 미국 소송절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에 요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강제
개시 절차. 통상적으로 심문, 서류제출요구, 증거서류제출, 녹취 등을 활용함.

disclaimer

discretionary power

권리불요구

재량권

특정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공식 진술로서 법정권리 포기와 잔여기간 포기
(terminal disclaimer)의 두 가지가 있음. 법정권리 포기는 특허 중 무효인 청구항을 권리자가 알게 된 경우에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효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잔여기간
포기는 A특허의 존속기간을 B 특허의 권리만료시로 한정하여 A특허의 잔여 권리기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cf)특허권 존속기간의 포기(terminal disclaimer)

disclosure against the will
의사에 반한 공지
“의사에 반하여”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이 공지 등으로 되는 것을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이 공지 등으로 된 것을 의미. 어떠한 형태로 공지 등이 되었는
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 예를 들어 그 발명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취나 사취 등으로
이를 취득한 자가 개시한 경우나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누설한 경우 등이 해당됨.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 특히 행정기관에 인정된 자유재량권의
능력을 가리킴.

dismiss of petition for trial
심판청구의 각하
심판청구서의 기재 방식을 위반한 경우,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한 청구, 수수료 미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장은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심판청구인이 그 흠결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
결정으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함(특허법 제141조 제2항).

dismissal
기각 / 각하
1. 기각 :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2. 각하 :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

disclosure

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공표 / 개시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 공개 내용에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도면, 청구범위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의 기술이 포함됨(특허). 수단을 불문하고 공중이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저작권).

dismissal of appeal
상고기각
상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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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al of complaint

저작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소장각하명령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 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으로
각하해야 하는 것.

divided transfer of trademark right

D

상표권의 분할이전

disposition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 상표권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상표법 제93조 제1항). cf)

처분

상표권의 분할(division of trademark right), 권리의 이전(transfer of right)

행정관청 또는 사법관청이 그 법규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고 그 의무를 명해 효과를 내는 행위. 또한 기존
권리나 사실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함.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행정처분, 사법작용

division of design applications

으로서 보호처분, 가처분, 강제처분 등을 말함.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2 이상의 디자인이 하나의 디자인 등록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분리

disqualification

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척
법관 및 심판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

division of trademark right

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함. 이에 비해 기피는 사건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회피는 법관 또는 심판관

상표권의 분할

스스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직무 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말함.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음.

distinctiveness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

식별력

분할출원

상표에 있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원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상표는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일반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나누어 별도로 출원한 것.

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
(arbitrary mark), 조어표장(coined or fanciful mark)으로 구분할 수 있음.

distribution of publication

DO (designated office)
지정관청
(특허)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간행물의 반포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디자인)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서

해당 간행물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배부되는 것 또는 공중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

제출 시 국제등록이 특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신청인 ‘지정’이 적용되는 체약

하며,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열람했다는 사실까지 필요로 하지 아니함.

당사자 관청

distribution right

DOCDB

배포권

유럽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유럽]
유럽특허청(EPO)에서 약 90개 주요국가의 특허서지정보를 수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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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rine of aesthetic functionality

doctrine of equivalents

심미적 기능성 이론

균등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심미적으로 호감이 가는(pleasing) 형상은 기능적인 것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누구든지 복제, 모방할 수 있으므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이론. 상표에서는 기능적 요소가

넘어서 문언상의 기재와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

D

제품의 성능이나 작용 등 실용적인 기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실용적 기능성’뿐만 아니라 심미감
또한 기능의 하나로 간주하여 독점적 권리부여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임. Au-Tomotive

doctrine of exhaustion

Gold Inc. v. Volkswagen of America, Inc.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침해자 측이 유명 자동차회사의

소진원칙

로고와 표장을 허락 없이 키홀더와 자동차 번호판 커버 등에 사용하면서 이를 상표적 사용이 아닌 심미
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비침해를 주장한 ‘심미적 기능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음(457
F.3d 1062(2006)).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하며, 권리자가 적법하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진되어 그 이후의 양도 또는 처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국내소진(national exhaustion)과 국제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이 있음.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청구항 구분의 원칙

doctrine of foreign equivalents
외국어 동등의 원칙 [미국]

별개의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용어나 문구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항도 다른 권리범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판례상 확립된 원칙(Intermatic Inc. v. Lamson & Sessions Co.(Fed. Cir.
2001) 등).

외국어 단어가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표장과 혼동이 되는 표장으로 등록이 불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의 상표심사 규정.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에게 익숙한 외국어 단어나 이와 동등한
영어 단어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는 원칙.

doctrine of clean hands
클린핸드의 원칙

doctrine of precedent / doctrine of stare decisis
선례구속의 원칙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할 때 형평법에 반하는 위법 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범한 경우 그 권리에 근거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특허관계 사건에 한하지 않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를 이용하여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으므로 ‘깨끗하지 않은 손(unclean
hand)’이 인정된다 하여 특허권자의 청구를 거절함(Morton Salt Co. v. G. S. Suppiger, 314 U.S. 488 (1942)).

doctrine of compensation for real damages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내린 상급법원의 판결은 그 이후의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판례법 체계인 영미법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임. 우리나라는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선례구속의 원칙은 채택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례는 법률상의 구속력은 없으나 심급절차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고,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 판례법의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실손해배상원칙

domain name

특허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자가 실제 입은 손해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

도메인 이름

doctrine of disposition right

인터넷상의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제1조 제5호). 인터넷
주소가 본래 숫자(예: 192.91.247.53)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이 인지 또는 기억하기가 어려워 사용

처분권주의

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져온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용이한 형태 즉, 문자 또는 숫자의 결합으로

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 절차의 개시, 심리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만든 주소(예: www.kipo.go.kr)를 사용하게 됨.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의 자유를 의미하며, 변론
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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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internal) priority
국내우선권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기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원출원)의 발명 또는 고안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원출원

DSB (Dispute Settlement Body)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심사 등의 기준일을 원출원일로

WTO 분쟁해결기구

소급하여 주는 것. cf) 조약우선권(Paris Convention priority right)

WTO에 제소된 당사국간의 분쟁이 6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명의 전문가 패널을

D

구성하여 심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 패널은 6개월 동안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패널보고서를 작성하여

dormant patent

배포함. 패널보고서에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에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휴면특허

상소가 있으면 상설상소기구에서 7인의 상설위원에 의해 2개월 동안 검토를 거쳐 확정(uphold), 수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사업상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도 되지 않은 특허.

(modify), 또는 파기(reverse)의 판정을 하게 됨.

DTSA(Defend Trade Secrets Act)

double entendre

영업비밀보호법 [미국]

중의적 표현 [미국]

미국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형사적 제재를 규정한 법률을 말하며, 2016년 5월 11일

이중적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 출원상표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이것이 기술적 표장이 아닌 이상 등록이 거절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포기
(disclaimer)의 대상이 되지 않음. 칼로리를 줄인 마요네즈 제품에 대한 상표 “LIGHT N’ LIVELY” 에서
“LIGHT”를 따로 분리하여 기술적인 표장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보았을 때

확정·시행됨. 통일영업비밀법(UTSA)보다 민사적 구제조치는 확대되었으며, 경제스파이법(EEA)보다
영업비밀절도(theft of traded secrets)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cf) 경제스파이법(EEA), 통일영업비밀법
(UTSA)

“LIGHT”은 그 본래의 의미(가벼운)를 잃어 위 상표는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In re Kraft, Inc., 218

Du Pont v. Christopher case

USPQ 571, 573 (TTAB 1983)).

듀퐁사건 [미국]
듀퐁사가 영업비밀로 지정한 화학품 제조공장의 건설현장의 비행촬영도 영업비밀의 부당취득으로 판결한

double patenting

사건. 공장시설 자체에 대하여 지상접근만을 통제할 뿐 공중접근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하며,

이중특허

만일 미완성의 공장시설에 지붕이나 덮개를 씌워서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

동일한 특허권자가 동일 발명 또는 매우 유사한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를 의미. 이중 특허로
인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이중특허의 등록 거절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동일발명 형태의 이중특허”의 거절과 판례법상 확립된 자명성 범위 내의 이중

되며 영업비밀은 그러한 엄격한 의미의 비밀성과 관리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사진가의
공중촬영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400 U.S. 1024(1971)).

특허에 대한 거절이 있음. 자명성 범위내의 이중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ue date

disclaimer)를 제출하여 선출원의 특허존속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기일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답변할 수 있는 지정기간의 최종일.

drawing
도면

due diligence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발명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명세서의 보조자료로 사용됨. 도면은

실사

발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발명과 같이 도면이 불필요하거나

지식재산권 거래에 있어서 그 소유관계, 판매, 라이선싱, 담보 등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과정. 실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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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 및 법적 위험성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을 평가할 기회를 특허상표청에 부여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심사관보다 전문가이므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심사관에게 고지
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임.

duplicative trial

D

중복심판

duty to maintain secrecy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 한국 특허법은 소송의 남용

비밀유지의무

방지와 심결 간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심판을 금지하고 있음.

비밀유지의무(obligation to preserve confidentiality) 참조

dur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dynamic GUI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동적 화상디자인

국제등록이 유효한 기간. 국제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

화상의 움직임에 있어 형태적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디자인. 동적 화상디자인은

할 수 있고, 디자인의 경우 최초 5년간 유효하며 5년 단위로 갱신가능함.

출원 시 변화전후 상태의 도면을 도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 전후 상태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함.

duration
존속기간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특허권,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상표권,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됨.

duty of candor
정직의무 [미국]
미국 형평법상 의무. 출원인 및 대리인이 자기 출원의 심사에 대하여 정직하게 임해야 할 의무로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 이 의무 위반은 부정행위
(inequitable conduct)가 됨.

duty of care
주의의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duty of disclosure
개시의무
미국 형평법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독점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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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연방차원의 형사 제재 규정을 담고 있음. cf) 영업비밀보호법

E

(DTSA), 통일영업비밀법(UTSA)

effect of exclusion of registration
등록배제 효과

early publication

상표가 설정등록되면 제3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조기공개

등록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함. 또한 그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제3자의 출원상표를 등록해 줄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공개하지만 당해 발명 모방자의 발명실시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권 주장 등 출원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이라도 공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특허법 제64조).

경우 등록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제3자에 의한 상표등록이 배제됨.

effect of extingu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easily practice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쉽게 실시

국제등록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특허의 실시가능요건 중 하나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
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을 말함.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 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한
것으로 봄(상표법 제202조 제1항). cf) 국제등록의 소멸(extingu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effect of trial decision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심결의 효력

유럽사법재판소

심판관은 일단 심결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한 후에는 스스로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EU) 기관의 절차를 거친 규칙이나 지침, 결정 또는 유럽위원회(EC)의 조치 등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가맹국,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법원으로서 심리를 담당함.
EU의 확대 및 시장통합에 따라 1989년 제1심법원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주로 경쟁규약을 둘러싼 개인 및
기업의 소송을 관할함.

당사자는 위법 부당한 심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상급기관에의 불복을 통해서만이 그 취소·
변경을 구할 수 있음.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cf) trial decision(심결)

effective filling date

economically relevant relationship

유효출원일

경제적 견련관계

출원의 실제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초 출원일.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EFS-Web(Electronic Filing System –Web)

EEA(Ecomonic Espionage Act)

EFS-Web [미국]

경제스파이법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웹기반 전자출원 및 서류제출 시스템.

미국 연방형사법전(18 U.S.C.) 제1831조부터 제1839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경제스파이에 관한 법률로 1996년에
제정됨. EEA는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와 영업비밀절도(theft of traded secrets) 행위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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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FW(Electronic File Wrapper)

employee

EFW [미국]

종업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전자(파일)포대 시스템

사용인의 반대개념으로 사용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주체임.

elected states

employee invention

선택국

직무발명

PCT 국제출원에서 출원인에 의해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지정국.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직무발명

E

이라 함.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하지 않고 실용신안법

election

으로 보호되는 고안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선택 [미국]
미국 특허출원시 1출원 1발명을 위반했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해 1발명에 해당하는 그룹의 청구항만을

en banc

선택하는 행위. “한정(restriction)”이라고도 함.

전원합의체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electronic application
전자출원

심리를 하는 구성체.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 절차 등을 서면이 아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

enablement / operability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미국은 ‘EFS-Web’, 중국은 ‘중국특허전자출원망’, 유럽연합은 ‘PHOENIX’,

실시가능성

한국은 ‘특허로’ 등이 있음.

미국 특허법상 명세서의 작성요건으로서, 유효 특허의 기재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실험없이 해당 발명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발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명확하게 해야

element

한다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요건. 심사관은 클레임된 발명의 실시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실체적

구성요소

거절이유를 통지함.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성을 정의하는 청구항의 개별요소.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개개의 구체적인 부품, 수단 또는 공정 등을 의미함.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enforcement

embodiment

집행

실시예
해당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예시.

법령에 따른 사항들을 시행하는 행위.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규제 등은 집행행위의 하나임.

enforcement Degree

empirical rule

시행령

경험칙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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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regulation
시행규칙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

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유럽특허조약 [유럽]

Enlarged Board of Appeals

뮌헨조약이라고도 하며 유럽시장 통합과 병행하여 지재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서 1973년 성립되어 1977년에

확대항고부 [유럽]

발효됨. 이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특허청(EPO)이 설립됨. 회원국은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단일 출원 및

유럽특허청(EPO) 내 최고 심판기구이며, 유럽특허협약(EPC) 규정의 통일적 적용 및 EPO와 항고부(Board
of Appeal)가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논점 등을 결정함.

enlarged concept of novelty
확대된 선원주의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선출원으로서

심사를 통해 각 체약국에서 허여되는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음. 2019년 현재 38개 유럽국가가
가입되어 있음.

ephemeral recording / fixation
일시적 녹음
방송사업자가 자체설비를 가지고 자신의 방송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 실연이나 방송물을 청각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고정하는 것.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전체에 기재

EPO (European Patent Office)

된 발명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함.

유럽특허청 [유럽]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근거하여 1977년 설립

Entire Market Value Rule

된 정부간 조직. 유럽연합 회원국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며 항고부(Boards of Appeal)를 두어

전체 시장 가치의 법칙 [미국]

EPO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심리함. 독일 뮌헨에 EPO본부가 위치하며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베를린

부품에 관한 특허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부품 자체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이론. 188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Garretson v.

등에 지사가 있음.

Clark 사건에서 전체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전체제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EPODOC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서 유래함.

EPODOC [유럽]
유럽특허청(EPO)의 체계적인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entitl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출원적격

EPOQUE Net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사무소. 주로 모인출원(misappropriated application) 여부와

EPOQUE Net [유럽]

관련하여 출원적격이 있는지 문제됨.

유럽특허청(EPO)의 특허검색시스템.

EO (elected office)

equitable estoppel / estoppel

선택관청

형평법상 금반언 / 금반언 [미국]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자로 의심받는 자가 주장하는 방어논리의 하나. 특허권자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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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침해자는 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암시를 주었고, ② 이에 침해자가 그러한 특허권자의 행위를 믿었으며, ③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을 받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들인다면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증명해야 함. 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관념에 맞는 것인지를 기초로 금반언 원칙에 대한
위반여부를 결정함.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되기도 함. 즉, 미국은
무효심판(IPR) 신청 시 모든 무효이유와 증거를 적시하도록 하는 한편, ‘무효심판 신청 시 제기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증거’로는 이후의 모든 심판·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미국 특허법 제315조(e))

종전의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이 2016년 3월 23일부터 그 명칭을 EUIPO로 변경. EUIPO는 EU
전역에서 유효한 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UIPO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원(Boards
of Appeal)과, 2012년 6월에 설립된 유럽 지식재산권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조직으로 두고 있음. 본부는 스페인의 알리칸테에 위치.

European Classification

equity law

유럽특허분류 / ECLA

형평법
영미법 체계의 하나로 보통법과 마찬가지로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른 판례법. 형평법상의 구제는 정의나
공평, 공정성에 기하는 데 반해, 보통법상의 구제는 금전배상이 주요한 목적임. 미국에서는 1848년 뉴욕주
소송절차법(Code of Procedure)에 의해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절차상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이 같이 행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가 사건의 제소 시 보통법과 형평법 모두에 의한 구제
청구가 가능하여, 법관은 둘 중 택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한 구제를 인정할 수 있음. 원고의 청구가
금전적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보통법에 의하여, 금지명령인 경우에는 형평법에 의하여 판결 및 결정을
내리게 됨.

유럽특허청(EPO)의 특허분류 방법으로서 ‘ECLA’라고도 함. ECLA는 국제특허분류(IPC)를 세분화한 것으로
1개의 IPC 서브그룹을 31개의 ECLA로 세분화함. ECLA 서브그룹은 1자리 문자+숫자+문자 등으로 구성됨
(A47G 가정 및 책상 용품). 한편, 현재 세계적인 특허분류체계는 선진특허분류(CPC) 체계가 이용되는
추세이며, 2015년 현재 전 세계 특허문헌의 약 71%가 CPC 체계로 분류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연합(EU)의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EU 관련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법안들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와

esp@cenet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유럽]
1998년 10월에 개통한 유럽특허청(EPO)의 온라인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시스템. 세계 70개 이상의 기관으로
부터 받은 1970년 이후의 특허정보 약 4천 5백만 건을 제공하는 HTML 기반의 검색시스템임.

함께 감독함.

European Patent Organization(EPOrg)
유럽특허기구 [유럽]
1973년 유럽특허협약(EPC)에 의해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럽특허기구 산하에 집행기관인 유럽특허청

estoppel

(EPO)과 EPO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인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를 두고 있음.

금반언의 원칙
당사자의 일방이 과거에 일정한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후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후행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European Patent System
유럽특허제도 [유럽]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해 시행된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EPO)에

ESTTA(Electronic System for Trademark Trial and Appeals)
상표심사청구 전자 시스템 [미국]
상표심판원(TTAB)에 심판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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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하나의 특허권이 통용되는 지역특허가 아니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1개국 1특허제도이며, 등록

evidential material

후 연차료를 각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도 각 국가의 법에 따라 그

증거자료

국가의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European Unitary Patents

법원이나 심판원이 증거조사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얻은 자료. 증언이나 감정의견 또는 문서의 기록내용과
검증의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함.

유럽단일특허 [유럽]

ex officio examination

유럽특허는 특허출원, 심사 업무는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권리의 획득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별로

직권심사

지정하여 번역본의 제출 및 수수료를 내야하며, 특허무효 또는 침해의 소송도 각 회원국 법원에 제기
해야만 하여 비용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었음. 유럽단일특허 제도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절차로 특허출원, 심사 후 모든 회원국가에 동일한 효력으로 등록, 통합특허법원을 통한 소송의
효과가 모든 회원국가에 동일하게 미치는 통합 특허체계임. EU 28개국 가운데 스페인, 크로아티아, 폴란드
를 제외한 25개국이 참여. 현재 통합특허법원(UPC)의 위치가 확정되었고 회원국별로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대한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E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관합의체가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제92조).

ex officio principle / inquisitorial system
직권주의
변론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심판절차를 진행할 때 심판관이 주도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관이

EUTM(European Union of Trade Mark)
유럽연합상표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를 통한 출원 및 등록절차에 의해
등록된 상표. 2015년 12월 15일 유럽의회에서 기존의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제도의
개정에 따라 CTM은 EUT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할기관의 명칭도 기존의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직권으로 심판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의미함.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 및 특허심판이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cf) 변론주의(adversarial system)

ex officio reexamination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 OHIM))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직권 재심사

Property Office, EUIPO)으로 변경됨. EUIPO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로써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국내에서 유효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음.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특허법 제66조의3).

evidence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증거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직권심리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음.

공익을 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심리하는 것. 특허법 제158조는 절차의 진행의 면에서 직권주의를 받아들인 데 대하여

evidence of actual use
사용증명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명 및 그 증명서류를 말함.

제159조는 실체적인 심리에 관하여도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ex parte reexamination
결정계 재심사 [미국]
미국 재심사 (reexamination) 제도 중의 하나. 특허권자나 제3자가 특허청이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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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에 근거하여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이외의 자가 권리자와의 계약에 의해 내용·지역·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재심사 청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1회의 반박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특허청과 특허권자간의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특허법 제100조, 상표법 95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

결정계 절차로 진행됨.

exclusive publication
ex parte trial / ex parte appeal proceeding

배타적 발행권

결정계 심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제3자(배타적 발행권자)에게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심판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특허거절결정에

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정하여 준 배타적 권리. 2011년 한미 FTA 이행을

대한 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여기에 해당함. cf) 당사자계 심판(inter parties trial)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는 출판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온
출판권의 거래관행과 법률관계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배타적발행권에서 기존 출판권은 제외되는 것으로 함.

ex post facto
사후적으로

expedited appeal examination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출원시를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심사시 명세서에 기재된

우선심판

내용을 본 후에 그 용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사후적 판단이 배제되어야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

한다는 것이 심사기준 또는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음.

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심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ex post facto law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이 해당됨(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통상 우선심판

소급법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

법의 효력을 법 제정 전 행위 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법.

expedited /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examination for regularity

우선심사제도

적법심사

법률 등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통상적인

심사 중에 WIPO로부터 접수된 Limitation, Correction, Transfer, Cancellation 등 문서의 내용을 국제상표
심사시스템에 적합하게 반영하는 것.

exception of public disclosure
공지예외
특허법은 공지예외의 경우를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공지로 나누어 규정
하고 있으며, 공지된 후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특허법
제30조).

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됨.

expiration of duration
존속기간 만료
권리를 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것.

expropriation
수용

exclusive licence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몰수하거나 제한하는 것. 특허발명이 전시·

전용실시권 / 전용사용권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정부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음(특허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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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of patent terms / patent term extension(PTE)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고,

F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로 인해 특허를 받고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특허법 제89조).

fair use

F

공정이용

extension states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에 있어서

확대국가 [유럽]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즉,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회원국은 아니지만 확장된 계약 (extension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유럽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 함. 공정이용에는 재판절차

특허출원 및 등록이 해당국가에 까지 효력이 미치도록 한 국가. 현재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보스니아-

에서의 복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서

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 2개국임.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 3
에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extingu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의 소멸

경우에 포괄적·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제등록의 취소 등을 신청한 경우와 국제등록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국제상표

false indications

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외국 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상표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거짓표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등을 말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거나,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상표법 제224조). 거짓 표시의 죄를 범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상표법 제233조).

family of marks
가족상표 [미국]
인식가능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상표의 집단을 말하며, 거기서 대중들이 개별 상표뿐만 아니라 가족
상표의 공통적 특징을 상표권자와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구성되거나 이용되는 상표의 집단. 예시로, 맥도
날드의 상표인 ‘McDONUT’, ‘McPIZZA’, ‘McMUFFIN’, ‘McCHICKEN’, ‘McRIB’ 등이 있음.

famous mark
저명상표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저명상표에는 ‘KT’, ‘Wal-Mart’, ‘CHANEL’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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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ciful mark

FILA case

창작표장

FILA(페이러) 상표권침해사건 [중국]

coined mark(조어표장) 참조

2018.2 FILA(斐樂, 페이러)와 중웬(中遠)신발회사(이하 중웬) 등 회사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사건에
대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중웬 등이 즉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FILA의 등록상표전용권과 관련한 침해를 중지하고, FILA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총 832만 위안을

외국인 직접투자

배상할 것을 명함. 동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확정할 시 3배의 징벌적 배상 규칙을 적용

외국인이 한국 법인 또는 한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하였다는 점에서 징벌적 배상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됨.

file wrapper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포대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미국]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명세서, 도면, 보정서, 의견서 등 모든 출원 관계서류

1996년 1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저명상표(famous trademark)를 희석화하는 행위를 “상품서비스를 식별
하고 구분하는 저명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the lessening of the capacity of a famous mark to

일체의 묶음을 의미함.

identify and distinguish goods or services)”로 정의함. 저명상표 소유자에 대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file wrapper estoppel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유사상품이나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자에게 소를 제기할

포대금반언 / 출원경과금반언

권한을 부여하고, 상표희석화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상표침해와 달리 소비자의 혼동가능성(likelihood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금반언의 원칙 중 하나. 즉,

of consumer confusion)에 대한 입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
으로 감축하거나 또는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특허등록을 받고 나서 나중에 출원 중에

fee shifting

포기한 청구범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cf) 금반언(estoppel)

소송비용전가 [미국]
소송에서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미국은 소송에서

final decision / judgment

누가 승소하고 패소하는지에 상관없이 각 당사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종국판결

법원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

소송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심급의 소송사건으로 완결시키는 판결.

figurative mark

first sale doctrine

도형상표

최초판매이론

동식물, 천체, 기물 등 사실적인 형상을 도안화한 것 또는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된 상표.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참조

figure code

first-to-file system / rule

도형분류코드

선출원주의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도형,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색채, 동작, 홀로그램, 소리ㆍ냄새 등을 시각적인 방법

하나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을 경우 그 발명을 한 시점의 선후를 문제 삼지 않고

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구성요소를 비엔나분류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6자리의 숫자로 기호화한 것

출원한 시점의 선후만을 비교하여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특허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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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이는 상표,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first-to-invent system / rul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선발명주의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9일 제정된 법률.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동일발명에 복수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미국에서 2011년

설치 및 구성, 국가기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특허법 개정 이전까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였음.

양성 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fixation

FRAND(Fair, Re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license

고정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저작물이 유형물에 담겨있는 상태. 베른협약은 저작물 일반이나 특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하여 유형적인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는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ion) 조건

형태로 ‘고정’될 것을 보호의 요건으로 할 것인지는 각 동맹국이 자국의 입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으로 라이선스해야한다는 원칙. FRAND 라이선스 표준필수특허(SEP)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베른협약 제2조 제2항).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성립요소로서 유형물에의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준화기구인 유럽전기

고정을 요건으로 하며, 독일ㆍ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국가들에서는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건

통신표준협회(ETSI)가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조항에 포함하면서 널리 쓰이게 됨.

F

으로 하지 않음. 우리나라도 후자에 속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즉흥적인 연설, 강연, 또는 자작곡 노래
또는 자작시낭송 등도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음. 다만 영상저작물은 그 개념상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fraud

창작물’이므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거짓행위의 죄

foreign filing licens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 등에 성립되는 죄.

외국출원 허가 [미국]
미국에서 행해진 모든 발명을 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미국

functionality

특허상표청장의 허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등록결정이 나오지 않게 되며, 특허

기능성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됨. 이를 위반한 출원인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미국 특허법 제184조). 미국 외에도 영국, 중국, 인도, 싱가폴, 독일 등에서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나, 구체적인 방식 및 위반시 제제 등은 차이가 있음.

formality examination

물품의 용도나 목적에 필수적이거나 그 비용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 통상적으로 기능성 원리에
의해 기능적(실용적)이고 경쟁에 유용한 특성은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상표나 트레이드드레스,
디자인, 저작권)를 획득할 수 없다고 인지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의 성능이나 작용 등 실용적 기능에 직접적
으로 기여하는 ‘실용적 기능성’과 달리 시각적으로 매력있게 보이는 ‘심미적 기능성’에 대해서는 디자인
에서 적용(보호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방식심사
출원인, 대리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 방식 및 첨부서류, 수수료 납부 사항 등 절차에 대한
흠결유무를 심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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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G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국제 디자인출원에 관한 국제조약. 1925년 11월 6일 체결된 이후 1999년 7월 2일 개정(제7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9년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제네바 개정 협정 또는 新헤이그협정이라고 부르며,

GCCPO(Gulf Cooperation Council Patent Office)

한국은 2014년 6월 1일 가입함.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세계지식재

걸프협력기구 특허청

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출원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 또는 정부

GCC 국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특허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
GCCPO에 특허를 출원하면 GCCPO가 GCC 국가들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특허로 등록되면 6개국
전체에 권리가 발생함. 파리조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외국출원에 기초하여 12개월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간 기구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에서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있고, PCT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국제출원의 지정국이 될 수는 없음. 따라서 GCC 특허

genus-species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속(屬)-종(種) 관계
생물군 분류체계 중 최하위 분류단계. 발명에서는 복수의 발명이 완전히 별개의 발명이 아니라, 종래의

generic drugs

발명의 개념을 발전시킨 경우 일종의 개량발명이 되는데, 개량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개량된 발명을

제네릭의약품 / 복제약품

지칭하는 용어를 말함. 다른 표현으로는 상위개념(super ordinate concept), 하위개념(subordinate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후에 오리지널의약품의 성분이나 규격 등과 동일하다고 하여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승인하는 의약품의 총칭.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함.

concept)이 사용됨. 예를 들어 ‘구리’는 ‘금속’이라는 상위개념(屬)의 하위개념(種)임.

geographical indication

generic exclusivity

지리적 표시

제네릭 독점권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미국의 약식신약허가신청(ANDA)에서 “Parapragph IV”를 선택하여 시판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한 최초의
후발제약사에게 부여하는 180 일간의 판매 독점권을 의미함.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GEORGIA case

genetic material

조지아 사건 [일본]

유전물질

1986년 1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昭和 60年(行ツ)68). 이 사건에서 일본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최고재판소는 “상표등록출원에 관계된 상표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 판매지를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정상품이 해당 상표가 표시
하는 토지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고,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 의하여 해당

genetic resources

지정상품이 해당 상표가 표시하는 토지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만

유전자원

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GEORGIA’라는 상표에 접한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그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지정상품인 커피, 커피음료 등이 미국의 ‘조지아’라는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실이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상품의 산지, 판매지’의 의미를 설명한 대표적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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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ossier

Grant Back

세계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 글로벌 도시에

그랜트 백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세계 표준 수립을 목표로 IP5가 개발한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글로벌 도시에를

특허 라이선스계약의 조건으로서 라이선스 실시권자가 라이선스받은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이용하여 IP5 특허청에 제출된 모든 출원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

개량발명을 한 경우 이를 라이선스를 허락한 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실시허락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

good faith

graphic user interface (GUI)

선의

화상디자인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good will

ground

신용

(판결)이유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에 의해 얻어지는 재산상의 가치인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에 의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밝혀 판결주문이 유래하는 판단의 경위를

말함.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

grace period

group of inventions

유예기간

1군의 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한이 종료된 후에라도 그 절차에 따른 법적 효과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예를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의 군(群).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1)

들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원칙적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이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의 요건이 충족

보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특허법 제30조 제1항).

되어야 함(특허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Graham test
그래함 기준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3조의 발명의 자명성 판단(진보성 판단)에 관한 기준으로, 1966년 Graham v. John
Deere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판결에서 유래함. 즉 발명의 자명성 판단은 미국 특허법 제103조의
객관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1)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2) 선행기술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구항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3) 해당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파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와 같은 선행적인 단계를 거쳐서 발명의 자명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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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H

hologram mark
홀로그램 상표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HANNA financial-HANA BANK case
하나파이낸셜-하나뱅크 사건 [미국]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

2015년 7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미국 회사인 원고 Hanna financial Inc.는 한국회사

house mark

Hana Bank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Hanna financial이 2005년 상표등록하였고,

(제품에 표시된) 회사마크, 제조원 마크

Hana Bank가 2006년 상표등록을 하였으나, Hana Bank는 Hana Overseas Korean Club으로 1994년부터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 주로 한 제품에 상표와 회사마크 모두를 표시함.

H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해당 상표에 대하여 legal equivalent가 있으며,
tacking doctrine(최초 상표등록자가 최초 상표를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 적용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이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표에 legal
equivalent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이므로 배심원이 판결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hashtag mark
해쉬태그 표장
해쉬기호(#) 또는 해쉬태그(HASHTAG)라는 단어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표장. 이들은 출원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음.

Hatch-Waxman Act(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해치왝스만법 [미국]
1984년에 제정된 의약품 특허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간의 연계 시스템을 규정한 미국의 법률.
이 법은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의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30
개월간 허가절차의 중지, 최초 제네릭의약품 신청자가 특허권을 무효시킨 경우에 판매독점권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

hindsight reconstruction
사후적 고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함에도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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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

정보공개진술서 [미국]
출원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출할 출원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 특허법 111(a)조 하에
출원된 정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상표청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특허, 간행물, 미국 내 출원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IB(International Bureau)
국제사무국

IIPTI(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국제출원에서 국제공개, 지정통지서 송부 등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WIPO 내에 두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있음.

우리나라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교육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 국민 지식재산 교육서비스를 제공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하고 있음. 또한 WIPO와 KOIC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동 세미나 및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하며, 외국정부 요청에 의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인터넷의 주소의 운영에 관한 백서’에 의해 그 해 11월 탄생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프로토콜의 범주와 포트번호를 할당하는 업무를

imitation of product shape

담당. 또한 유명상표의 도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인가하기도 함.

상품형태모방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이 때 상품의 형태란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국제사법재판소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함.

국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으로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음. 재판소는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improvement / use relationship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됨.

이용관계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 선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identification number
고유번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출원 권리의 침해로 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함.

특허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심사청구인 등이

inalienability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 부여받는 고객번호(특허법 제28조의2, 상표법 제29조)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 저작자 한 사람의 일신에 귀속하는 성질.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저작인격권은

IDRC(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함. 다만,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금지됨.

인터넷주소가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기능함에 따라 인터넷주소 분쟁도 늘어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공정한 인터넷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incomplete invention

위원회.

미완성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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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이디어인 사상이 기술로서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발명. 미완성 발명은 출원 당시

indirect infringement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출원 후 보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침해

보정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명세서 기재불비와 차이가 있음.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가 아니어서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직접침해가 예견되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함.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incontestability

물건을 생산·양도·수입하는 행위,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수입하는 행위

불가쟁력 [미국]

등이 간접침해에 해당함(특허법 제127조).

등록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등록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유무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을 말함(미국 연방상표법 제14조).

indistinctive mark
식별력이 없는 표장

incremental profit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될 수 없는 표장. 상표법은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보통명칭’,

증분이익

‘관용표장’, ‘기술적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 없는

침해제품의 시장진입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 1대를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얻었을 이익.

표장’으로 유형화하여 나열하고 있음. cf) 사용에 의한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

indication of product

individual fe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물품명칭

국제출원 개별수수료

디자인이 적용되고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출원 시 물품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에 의거 개별수수료 징수선언을 한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공통규칙상의 수수료

하며,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을 적되,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기본수수료(Basic Fee),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와 합산하여

사용하는 명칭이어야 함. 일반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납부하여야 함. 개별수수료는 당해 국가의 국내수수료보다 높을 수 없음.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함.

inducement infringement
indic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유도침해 [미국]

등록상표의 표시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유도하는 행위도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것. 유도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침해가 발생했을 것,

수 있음.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② 직접 침해행위가 일어나도록 침해유도자가 실제로 유도했을 것, ③ 침해유도의 의도가 있었을 것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됨. 다만,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고의)이 요구됨.

의무는 아님(상표법 제222조).

industrial applicability
indirect damage

산업상 이용가능성

간접적 손해

특허 요건 중 하나로,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의 기여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임. 여기서 산업은 최광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특정한 관계 하에 발생되었다고 인정

의의 일체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즉시 실시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실시가능하면

되는 손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의 공장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지대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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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itable conduct

INPIT(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부정행위 [미국]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일본]

미국 특허법상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말함.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법원은 유효한 특허의

일본특허청(JPO)과 분리된 독립행정기관으로 특허정보검색시스템 J-PlatPat을 운영하며, 지재권 관련

권리행사를 제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정보공개의무(IDS)를 위반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속하며

정보의 제공, 심사관 교육 등 지재권 교육 및 연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특허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in-situ conditions
infringement lawsuit

현지 내 상태

침해소송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로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지재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

특성이 발현되도록 한 환경에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침해소송의 본안소송에는 금지청구 등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있음.

I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fringing coping

국제상표협회

침해복제물

미국 상표협회가 전신이 되어 1993년 창립된 국제적인 상표 관련 협회.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작과정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제작된 저작물의

브뤼셀, 산티아고, 상하이, 싱가포르, 워싱턴 D.C 등에 사무국이 있음. 매년 세계 각지에서 연례회의를

복제물을 의미.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표권 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Ink cartridge case
잉크 카트리지 사건 [일본]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2007년 11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18 (受) 826). 이 사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일본]

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의 특허권자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양도한 특허

2004년 6월 제정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 4월 1일에 도쿄고등재판소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가공이나 부재의 교환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가공 등이 특허제품의 새로운 제조에

특허전문법원임.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전국의 모든 특허권에 관한 항소사건과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해당하여 특허권자가 그 특허제품에 대해 일본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지에

소송사건을 포함하여 그 성질 및 내용에 있어 지적재산에 관한 사안을 다룸.

대해서는, 해당 특허제품의 속성, 특허발명의 내용, 가공 및 부재의 교환의 상태 및 기타 거래의 실정 등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함. 본 판결은 재생 또는 수리된 특허물품에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INPADOC(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위원회.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하기에 앞서 특허청장에 대하여 분쟁의

국제특허문헌센터 [유럽]

알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

유럽특허청(EPO)이 개발·유지하고 있는 국제특허문서 데이터베이스 로, 매주 패밀리특허 및 법률 정보

되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등이 업데이트되고 있음. INPADOC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나라에서 출원되는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및
동일한 발명을 공개하는 특허출원 등 패밀리특허 정보와 각국 특허청에서의 진행 정보를 제공함.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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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98년 3월 1일 설립된 합의체 심판기관. 특허심판원은 직접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

interchangeabil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INTELLECTUAL Ventures-CAPITAL ONE case
인텔렉츄얼벤쳐스-캐피탈원뱅크 사건 [미국]

치환가능성
균등론 적용 요건의 하나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다른 방법이나 물로 치환(대체)하더라도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여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2015년 7월 미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 판결. 회계재정 관리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Intellectual Ventures는 Capital One을 상대로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계정 특허 중

interested person / party

두 개의 특허가 특허법 제101조상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며, 나머지 한 개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이해관계인

판시한 바, 항소법원은 계쟁 특허들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단순히 관리방법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컴퓨터 기능의 추가는 특허받을 수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확인하며 1심의 판결을 인용함.

intent to use a trademark
상표사용의사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상표법 제3조 제1항 전문). 미국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없었으나 1988년 연방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의 개정으로 사용의사(intent-to-use, ITU)가 있으면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interests in litigation
소의 이익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또는 필요.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interests of trial / appeal
심판의 이익
심판을 청구할 법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intentional infringement
고의적 침해

interference

침해자가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침해

저촉심사 [미국]

행위를 행하는 경우 고의침해가 성립함. 미국의 경우 고의침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인 3배 배상의 판단

미국 특허청에서 2개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발명을 판단하는 행정절차.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근거가 됨.

미국에서 선후 출원간의 실제적인 발명일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특허심판저촉심사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에서 이루어짐. 2011년 개정특허법(AIA)의 시행으로 interference 절차는 파생

Inter parties litigation
당사자소송
당사자 소송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또는 당사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함.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음.

inter parties trial / inter parte appeal proceeding
당사자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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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rmediate product

international exhaustion

중간체

국제소진

일반적으로 출발 물질(또는 원료 물질)에서 최종 물질(또는 제품)이 생성되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권리의 소진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 경우 병행수입된 상품은 수입국에서도 권리

경우 도중 단계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을 의미함.

소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자는 수입국으로의 병행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됨. cf) 소진원칙(doctrine of
exhaustion) 참조.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

international fee

해외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 지재권을 보호받기 원하는

국제수수료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과 PCT, 마드리드, 헤이그 시스템과 같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국제사무국 혹은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지정국관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I

international phase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국제단계

국제출원번호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에서 쓰이는 용어로, 체약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고

특허의 PCT 국제출원이나 상표의 마드리드의정서, 디자인의 헤이그 국제출원에 의한 국제출원시 부여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선택적)를 받은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기 이전까지의

되는 번호.

단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한 이후는 국내단계(national phase)라고 칭하며, 특허협력조약이 아닌
개별국 특허법의 적용을 받음.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trademark
상표의 국제출원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협의로는 국내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외국에서 당해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그 나라를 지정하여

국제예비심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출원을 말하며, 광의로는 협의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application for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 함.

비구속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것.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러한 견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됨.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에서 필수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1961년 체결됨. 모두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노동기구(IL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함께 관장하고 있음. 내국민

국제예비심사기관

대우와 최소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기간은 고정이나 실연,

각국 특허청과 정부간 기구 중 국제출원의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선정된 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방송이 행하여진 때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음. 체약국 사이의 분쟁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국제조사기관과 동일하게 23개 기관이 있음(2019년 1월 현재). 출원인은 한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경우에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cf) 국제
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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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ublication

국제조사기관은 청구항 전부를 국제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국제공개 / 국제공고

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ISR)를 작성해야 하고, 청구항 전부를 국제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 PCT 국제출원에 관한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사무국이 행함. 그러나 출원인은
상기의 기간 전이라도 공개를 원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조기국제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국제사무국은

부작성선언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

international search document

조사보고서를 합하여 국제공개 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국제조사문헌

송부함.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경우 각 지정국에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국내출원의 출원공개에 대하여

국제특허 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헌. cf)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ation)

국내법령에서 정한 효과와 동일함(PCT 제21조) (상표, 디자인) 국제등록한 사항 전체를 공개하는 것.
디자인의 경우 최장 30개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가능.

international register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case
인간배아 줄기세포 사건 [유럽]
2014년 12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성 부여 여부에 대한 판결. 1998년

국제등록부

제정된 EU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간 배아를 산업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 국제등록일 및 등록번호와 그 변동사항 등을 기록한 WIPO의 기록부를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음. 영국의 바이오기술회사인 국제줄기 세포회사는 처녀생식에 의한 난모

말함

세포(parthenogenetically-activated oocytes)로부터 추출한 세포기술을 출원 하였고, 이에 대해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특허출원이므로 이를 거절한 영국 특허청 결정 및 불복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유럽사법

international register of marks under the madrid system

재판소에 인간배아의 개념이 인간으로 발전(lead to a human being)할 수 있는 유기체(organism)에 한정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표장 등록

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인간배아의 개념을 인간으로 발전 하는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방식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국제등록부에 이를 등록한 후 지정 체약당사자 및 본국관청에 국제등록을 통보하고 WIPO 공보에 게재함.
마드리드시스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서
관리됨.

유기체에 한정하여 그렇지 않은 유기체에 대한 특허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처녀생식으로
활동하는 난자(partheno- genetically-activated human ovum)에 대해서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용을
목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using the Paris rout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파리루트 방식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국제등록번호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해외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의해 해외출원 절차를 밟는 경우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 WIPO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된 후 지정국으로
국제등록번호가 통지됨. 국제등록번호는 번호가 부여되면 등록 후에도 그 번호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심사완료 전에는 출원번호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심사완료 후에는 국내 등록원부가 생성될 경우 등록번호의 성격을 가지게 됨.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을 의미함.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은 국내 상표출원 후 6개월
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국내 상표출원일을 해외출원일로 인정함.

internationally registered basic trademark rights
국제등록기초상표권

international search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록결정되어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조사

상표권을 말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간 보호

특허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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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patent claim

intervention for assistance / intervention to assist one of parties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보조참가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및 그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

타안간의 소송 계속 중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

interruption of a procedure
절차의 중단

intervention of trial

당사자 또는 절차수행자에게 절차수행 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절차수행자가 나타나서 절차에

심판참가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상태. 절차의 중단 사유에는 당사자가

심판이 계속되는 중에 제3자가 심판당사자의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 제3자가 심결의

사망 또는 절차능력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음.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지위 및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심판에 참가하게 됨. 당사자참가와 보조참
가가 있음. cf) 당사자참가(intervention as a party), 보조참가(intervention for assistance)

I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시효중단

invalidation of procedure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어떤 사실(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

절차의 무효

하는 것)이 생긴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 시효중단이 있으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절차상의 방식요건에 하자가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정한 기간

완전히 효력을 잃고 시효중단 사유가 해소된 후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을 계산함.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사유로는 ①청구, ②압류·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 있음(민법 제168조).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intervener

상표등록의 무효

소송참가인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상표등록을 일정한 법정사유로 인하여 심판절차에 의해 등록일로 소급하여 그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intervening right

invariable period

중용권 [미국]

불변기간

미국특허법상 타인의 재발행특허(reissue patent)의 발행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타인의 재

법정기간 중 불변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 예를 들어,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

발행으로 새롭게 청구항이 추가됨으로써 그 특허를 침해하게 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공평의 입장에서

청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침해로 되지 아니하는 권리.

이 기간은 불변기간임(특허법 제186조 제4항).

intervention as a party

invention

당사자참가

발명

당사자 사이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현재 계속 중인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당사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로서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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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수치한정 발명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특허법상의 법률용어는 아니며 관용어임. 발명의 비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의 일부가 수량으로 표현된 발명으로서 대부분 온도,
압력 등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 이상을 일정 수치범위로 한정함. cf) 파라미터 발명(parameter
invention).

명성, 발명의 비용이성이라고도 함.

inventor
발명자

invention disclosed in a publication

진실로 발명을 한 자연인으로 해당 발명의 창작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을 말하며,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자금제공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

기계적,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공개성과 정보성을 갖는 문서 및 도면, 사진 등의 정보전달 매체에
게재되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이

inventor-initiated disclosure

기재된 발명을 말함.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자기공지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받을 수 없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되는 것을 말함. 자기공지에 대해서는 공지된 날로부터

I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음(특허법 제30조).

invention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국방상 필요한 발명

inventors certificates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발명으로서 방위산업분야의 발명을 말함.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발명자증

발명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발명의 실시권은 국가에 속하고 발명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명예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류를 말함.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발명자제도는 구소련 등 과거의 동구제국 및 북한에서 자국민에게 특허권 대신 발명에 대한 보상적 차원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에서 인정함.

권리를 수용할 수도 있음.

IP due diligence
invention of improvement

지식재산실사작업

개량발명

IP투자나 기술거래 이전에 해당 지식재산을 특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 권리 유무 및 유효성,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발명.

실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담보설정 등 제한사유 존부 파악, 가치평가 등의 작업 결과는 해당 IP를
활용한 투자나 거래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됨.

invention of use / use invention
용도발명

IP financing

특정의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하여 물질 자체가 지니는 특성(용도)에서 새로운 용도로의 이용과정에

IP금융

발명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함.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등급을 평가
기관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보증·대출·투자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짐. 가장

inventive step

많이 활용되는 예는 사업 초기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경우에 보유한 IP의

진보성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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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Market

IPC-subdivision symbol

지식재산권 거래소

IPC 전개기호

지식재산권에 관한 매매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운영의 기술거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국제특허분류의 최소단위인 그룹을 보다 상세하게 전개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로서, 원칙적으로

기술거래 중개 외에도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화전략 및 해외진출전략, 해외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한 업무

101에서 시작하는 3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음.

등을 제공하고 있음.

IP-DESK
IP S&LB(Sale&License Back) investment

해외 지식재산센터

IP S&LB 투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확대를 위해 상표·디자인 출원 및 침해조사, 법률

펀드가 기업의 IP를 매입 후,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다가 만기에 해당기업에 IP를

검토를 지원하는 해외주재 지식재산센터. 2018년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

시아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

IP5(Intellectual Property 5)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선진5개국 특허청

특허 전자도서관 [일본]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등 5개국 특허청간 협의체로

일본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웹 사이트.

I

2007년 출범함.

IPEG(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perts Group)
IP-Biz Hanaro

지식재산전문가그룹

특허-비즈니스 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APEC CTI(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산하의 지식재산권 실무차원(working level)의 전문가회의.

예산과 정보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허 및 비즈니스 정보를 연계한 관련정보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효과적인 집행에 관한 연구, 행정시스템의 현황조사 및 교환 등 안건으로 하고 있음.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특허청에서 운영중이며 이 서비스를 활용해 특허분쟁정보,
국가 R&D정보, 거래기술정보, 유망기술정보 등을 확인가능.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LCs(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토착지역공동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

국제특허분류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에 따라

IP-Marke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75년 10월에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분야별 분류기호로 섹션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품

(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의 계층적 구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 검색, 배포 및 관리를 통하여 특허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IPC F16K 1 / 00(or 1 / 02)의 경우,
여기서 F는 F섹션(section)에 해당하는 기계공학을 의미하며, 16은 F섹션의 16번째 클래스(class) 기계요소를,
K는 F16의 서브클래스(sub-class)인 밸브, 1 / 00은 F16K의 메인그룹(main group)인 리프트 밸브, 1 / 20은

인터넷상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촉진을 위하여 구매와 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사이트. 기술의 수요에 따라 특허거래전문관이 공급기술을 탐색하여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거래에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한국 특허청이 주관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고 있음.

F16K 1 / 100의 최하위 계층인 서브그룹(sub-group)으로 나사스핀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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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사이트

국제조사기관

주요국가의 지재권 관련 판례 및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정보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

국제출원에 있어서 선행기술 조사 등을 위하여 PCT 총회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ISA는 선행

하는 온라인 사이트.

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견해서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함. 국제조사기관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2개 국가 특허청 및

IPR(Inter Partes Reexamination)

유럽특허청(EPO)이 있음(2019년 1월 현재).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국제조사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미국]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 선택할 수 있음.

제3자가 특허청이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추가적인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등록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재심사 청구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

ISO20000

출할 수 있음. IPR은 2012년 미국발명법(AIA)의 시행으로 ‘Inter Partes Review’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미국

IT서비스 관리체계 및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담당함.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T서비스 관리체계 및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 한국특허청은 ‘06년부터
특허행정 서비스 관리를 위해 특허넷시스템 운영의 모든 공정에 국제표준체계를 도입하여 매년

IPR(Inter Partes Review)
당사자계무효심판 [미국]

ISO20000 인증을 유지중임.

미국발명법(AIA)에서 종전 당사자계 재심사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 이해당사자는 특허 등록일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

부터 9개월 또는 PGR(Post-Grant Review) 절차 종료일 이후에, 특허·간행물에 기재한 무효사유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신청할 수 있으며, 무효의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PTAB)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

절차를 개시한 후 무효 여부를 판단함. PTAB 결정 이후에는 IPR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AT&T WorldNet, IBM Global Network 등이 있음. 한국에는 KT, SK브로드밴드,

있었던’ 증거로는 모든 심판·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 cf) 등록 후 무효심판(PGR), 금반언(Estoppel)

LG텔레콤 등이 있음.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지식재산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

미국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내생산, 고용,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인을 조사하며 광범위한 권한을

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갖는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로 구성된 준사법기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의 조사 및 판단을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행하며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를 세관당국에 지시할 수 있음.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irregular international application
하자있는 국제출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고 접수 당시 출원이 협정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면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 기간 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국제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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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IPA(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J

일본지식재산협회 [일본]
지재권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활용 및 개선을 도모하고 기술의 진보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38년 설립됨.

J. Tiekwork-TRUMP case

Jlll(Japan Institute of Invention and Innovation)

제이.타이크워크-트럼프 사건 [미국]

일본발명협회 [일본]

2014년 2월 뉴욕동부지방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네임의 사용과

발명의 장려와 공업소유권제도 보급을 위해 1904년 설립된 사단법인. 일본 전역에 지역협회를 설치하고

관련한 연방상표법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ACPA) 제1125조 침해여부에 관한 내용

있으며, 각 지방의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으로, 원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관련 상표 ‘Trump’관련 도메인 네임 4개(addresstrumpindia.com,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발명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trumpmumbai.com, trumpbeijing.com, trumpabudhabi.com)를 만들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원고인의 상기 도메인 네임 사용권리와 ACPA하에서의 비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joint action / co-litigation

대하여 피고인은 원고인의 Lanham Act & ACPA 상에서의 침해를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의

공동소송

ACPA 상에서의 침해를 확인하고 클레임 추가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의 법적 손해배상액을
$32,000으로 판결한 사례임.

JAPIO(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일본특허정보기구 [일본]
1985년 설립된 일본의 종합특허정보 서비스기관. JAPIO는 중소기업,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및
개인의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을 하며, 선행기술 조사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심사청구 여부의 판단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JEGTA(JPO-KIPO-CNIPA Joint Experts Group for Trial and Appeal)

소송에 있어서 대립되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소송형태를 의미함. 같은 편에 서 있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을 공동소송인이라 부르고, 그들이 원고이면 공동원고, 피고이면 공동피고라 함.

joint appeal trial
공동심판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한중일 심판 전문가 그룹회의

joint application

한중일 3국간 심판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전문가 회의.

공동출원

Jepson-type claim

J

2인 이상의 발명자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1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 공동발명임에도 불구하고
1인이 단독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거절 사유, 정보제공 사유, 무효 사유가 됨.

젭슨 타입 청구항
청구범위 기재방식 중의 하나로서 전제부(preamble)와 본체부(body)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 청구범위

joint authorship

에서 그 전제부에 이미 공지된 기술 또는 상위개념을 기재하고 본체부에 그 공지 기술에 대하여 그 발명이

공동저작자의 지위

특징으로 하는 개량부분을 기재하는 방식. 젭슨 타입 청구항은 ‘-에 있어서, -를 특징으로 하는 -발명’의
형식을 취함.

142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가지는 저작자의 지위. 공동저작자는 공동으로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기간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

영․한

영한사전

143

joint inventor / co-inventor

joint responsibility

공동발명자

연대책임

2인 이상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를 공동발명이라 하며, 이 경우

수인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 연대책임의 내용은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이 공유하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있으나, 실정법상 거의 대부분은 채무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연대책임을 의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며, 따라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상의 구체적 사상 또는 완성에 직접 관여한 실질적 협력자이어야 함.

joint ownership of trademark right
상표권의 공유

joint work / work of joint authorship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권을 각각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상표권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하게 됨.

joint penal provision
양벌규정

JPO(Japan Patent Office)

J

일본 특허청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지식재산 행정기관으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산업재산권 제도의 검토,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함. 1885년 설립됨.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게

judicial notice

하는 규정. 쌍벌규정이라고도 함.

주지의 사실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Marks, and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 Signs, on the Internet
WIPO 인터넷상 표장 및 기타 표식에 관한 산업재산권보호규정에 관한 공동권고
상표 또는 기타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관계되는 현존하는 각국의 국내 법률 등의 규정을 인터넷상
표지의 사용에 적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2년에 WIPO가 발표한 지침.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Jung58 new varieties of plant case
“정58” 식물신품종분쟁사건 [중국]
2018년 7월,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아래 허난고법)은 허난 진보스 종자사업 주식유한공사(이하 진보스사,

원고)가 베이징 더농 종자사업유한공사(이하 더농사) 및 허난성 농업과학원을 상대로 “정(郑)58” 식물

신품종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더농사의 침해를 인정하고 진보스에게 경제손실과 합리적 비용
4,952만 위안(한화 약 80억원)을 배상하도록 종심판결을 내림. 그간 권리자의 식물신품종 보호의식이
낮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식물신품종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의 배상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례는 권리자의 적극적 보호의식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유명상표보호를 위한 유명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구제수단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설정과 TRIPs 이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상의 유명상표 보호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1997년까지의

Jungmun online case

WIPO 유명상표전문가 회의와 1998년 이후 WIPO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SCT)에서

중문온라인-징동 사건 [중국]

실체적인 내용이 검토되었으며, 1999년 6월 제2차 SCT 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었음. 이후 1999년 9월
WIPO 총회에서 공동결의안 형태로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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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원은 중문온라인이 제3자 전자 증거 보존
사이트를 통하여 고정된 “경동열독” 내용에 대한 스크린 기록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관련 데이터가
생성, 저장방식 및 내용 완전성 유지 방법 등 면에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기에 그 진실성에 대해 확인하여

K

징동사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사건 관련 APP에서 제공한 4개의 사건 관련 작품의 온라인 열독 서비스가
중문온라인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자료 증거보존에 활용한 사례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임.

KIIP(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한국지식재산연구원

junior party

2005년 말 기존의 지식재산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서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후출원자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 출원에 대해 시간상으로 나중에 출원한 당사자.

jurisdiction

동 기관은 각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동향, 관련 권리제도와 법제의 정비, 정부의 정책과 경제
·산업계의 동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Kilby Case

관할권

킬비사건 [일본]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간에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 함.

2000년 4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10年(ｵ)364).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히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

jury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특허권에 근거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배심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 특허법은 특허권자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수밖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개정함.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KIPA(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설립. 전신은 한국
발명협회(1982년)와 특허협회(1972년)임.

KIPI(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국내외 산업재산권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의
종합데이터베이스(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KIPRIS)를 산업계, 연구소, 특허
사무소, 학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특허기술전문 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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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nock-off

한국 특허청

모조품

한국의 지식재산 업무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특허,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혹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나 제품을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본떠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만든 상품.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됨.

know-how contract
KIPOnet

노하우계약

한국특허청 전산망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우 주로 제3자에게로 노하우의 유출 금지 등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허 출원부터 등록, 심판 업무에 이르는 특허 행정 전 과정을 전산화한 특허 행정 정보화 시스템. 전자

계약.

출원, 실시간 특허정보 제공,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등 고객 측면에서의 대민 서비스는 물론이고,
업무측면에서도 온라인 사무처리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온라인 재택심사

knowledge based society

도입으로 심사관 복지향상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옴.

지식기반사회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 컴퓨터 및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식의

KIPRIS-PLUS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커진 사회를 의미함.

특허정보 개방서비스
KIPRIS가 대국민대상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KIPRIS-PLUS는 IP정보서비스기업들을

Korea Copyright Commission

대상으로 특허청이 보유한 원천 지식재산 데이터를 Open-API, FTP 등을 통해 대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KJ KOREA-HEALTH KOREA case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 전문단체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1987년 설립되었음.
저작물 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케이제이코리아-헬스코리아 사건 [미국]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

2014년 9월 미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영양보조제 판매업체인 원고 KJ Korea는

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출범함.

‘Health Korea’상표가 침해되었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Health Korea는 소 기각 청구를 한 사건임.
법원은 원고가 ‘Health Korea’에 대한 2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피고가 동일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KPA(Korea Patent Abstract)

혼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표는 영문이지만 자신들의 상호는 국문이라는 주장의 소 기각

한국특허영문초록

청구를 기각함.

한국특허공보의 발명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영문요약서로 서지사항, 요약서,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대표도면으로 구성.

지식관리시스템

KPAA(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조직 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대한변리사회

위한 정보시스템.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변리사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1946
년 조선변리사회를 창설하고, 1947년 한국변리사회로 개칭한 후 1962년 대한변리사회를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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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ON
한국특허정보조회서비스
해외특허청 심사관 대상 한국특허정보 조회서비스. ‘05년 11월 개통이후 미, 일, 중 등 총 37개 특허청에서

L

활용중.

KSR case

label license

KSR 사건 [미국]

라벨 라이선스

자명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불러일으킨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2007) 사건을 말함. 이

특허제품 또는 방법특허에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에 고지함으로써 제품구입자에게 허락하는 방식의 특허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자명성 판단에 적용하던 TSM

라이선스.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기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자명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즉 CAFC는 특허권자가 선행기술로부터 동기부여

label

(motivation)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 특허권자가 선행기술과 엄밀하게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벨

자명성을 부인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발명의 자명성을 특허권자가 아닌 ‘당업자’를 기준함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함. 또한 당업자의 기준을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반상식(common sense)을 갖는 자로 정의함.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 등의 유형적 복제물,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35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서, 사용허락 문서, 등록카드 등이 라벨의 개념에 포함됨.

laches
해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소자의 방어논리 중 하나. 지식재산권자가 침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시켜 해당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유발시킬 때 침해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권리 주장 불가를 주장할 수 있음.

lack of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명세서의 기재불비
기재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명세서로서, 출원된 경우는 거절을, 등록된 경우는 무효의 대상이 됨.

Lafite case
라페이-라페이주좡 사건 [중국]
2016.12.23. 최고인민법원은 중문, 영문상표의 유사성 판단 및 안정된 시장질서 형성 여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용상표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라페이주좡(拉菲酒莊)이 다년간 상업 경영활동을
통해 객관적으로“라페이(拉菲)”와 “LAFITE” 사이에 확고한 관계를 구축했음을 인정하고 쟁의상표와 인용
상표는 유사상표임을 인정함. 또한, 이미 등록 후 일정기간 사용한 상표에 대해서는 이 상표 사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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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명성(지명도)이 높게 유지가 되었는지 여부와 자신과 관련된 공중 집단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가

law of nature

중요한 것이지 결코 상표 사용 기간이 오래되었는지의 단일한 요소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자연법칙

상표 사용 행위로 인해 공중들이 등록 후 일정기간 사용한 상표와 관련 상표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라 밝힘.

사람의 감성ㆍ사고력 기타의 정신적 기능을 제외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ㆍ원칙.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과 같은 과학적 법칙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등의 경험칙도 포함됨.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이 아님.

laid-open gazette
공개공보

laying-open of application

지식재산권의 출원, 공개,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특허청의 공식적인 문서.

출원공개

laid-open number / publication number
공개 / 공고번호

출원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
에게 공표하는 것. 특허의 경우 출원인의 조기 공개신청이 있거나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 디자인출원의
경우 출원인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

출원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
에게 공표하는 경우, 공표되는 출원에 부여되는 번호.

layout design
회로배치설계

Lanham Act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미국 연방상표법 / 랜햄법 [미국]

배치한 설계를 일컫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Mask work, 유럽에서는 Topography, 일본에서는 回路配置

상표등록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로부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에 제정됨. 미국법

(circuit layout)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반도체집적회뢰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약칭 ‘반도체설계법‘에 의

15 USC §1051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의 등록 및 보호, 미등록상표, 상호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해서 보호하고 있음.

허위광고와 상거래 비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Lead chrome pigment case
lapse

크롬산납 염료 사건 [일본]

실효

2000년 1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7年(行ツ) 105). 이 사건에서

하자 없이 성립되거나 유효한 법률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일본 최고재판소는 “‘갑’ 무효심판청구가 있은 후 이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을’ 무효심판청구에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재정결정이 있는 경우 재정을 받은 자(통상실시권자)는 재정에서 정한

대해 청구불성립 심결이 확정되고 그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갑’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의 효력은 실효됨.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일본의 특허법 제167조는 심판청구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관한 것으로,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해 확정 심결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하여 심판청구를

laudatory terms / mark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 판결에 의해 확정 심결의 등록이 있은 후 청구된 무효심판청구만이 특허법

칭송 용어 / 표장 [미국]

16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우수성을 나타내는 용어. “최고(best),” “오리지널(original)” 등의 칭송용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leasing
대여
양도와 달리 물건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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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side view

LES(Licensing Executive Society) International

좌측면도

국제라이선싱협회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정면도의 좌측에서 보이는 면.

라이선스 내지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 32개 국가의 기업, 학계 및 법조계 등 다양한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라이선스 관련 비영리 단체.

legal binding force
기속력

letter mark / word mark

법원이 일단 선고한 판례(판결, 결정, 명령)를 법원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효력. 법원이 스스로

문자상표

재판하고서 변경한다면 재판이 반복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기속력을 인정함. 기속력에는

한글, 한자, 외국어, 로마자, 숫자 등의 문자로 구성된 상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재판의 경정이 인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46조),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2조).

Legal Board of Appeal

letter of intent
예비적 합의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내용에 법적

법률심판부 [유럽]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유럽특허청(EPO) 심판조직의 하나로서, 수리부 또는 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함.

법적 구속력이 있음.

legal capacity

level of obviousness of replacement

권리능력

치환용이성의 정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능력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국가, 회사, 학교, 재단

균등론 요건의 하나인 치환용이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용이성이 어느 정도의 것이면 좋은가의 문제.

법인 등)이 있음.

치환용이성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어야 함.

legal representative

LEVIS-Abercrombie case

법정대리인

리바이스-아베크롬비 사건 [미국]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2013년 6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청바지 제조업체인 Levi Strauss사는 상표로

대리인(친권자)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외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률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등록된 ‘stitching design’을 청바지 주머니에 백 년 이상 사용해 왔으며, Abercrombie사의 유사한 ‘mirror

발생함. 특허법상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수행함에

image stitching design’의 청바지 상표등록 및 제품 적용과 상표등록에 따라 상표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

있어서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음(특허법 제3조 제2항).

하였는데, 1심은 Abercrombie사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Abercrombie

L

사의 상표 관련 ‘Ruehl-line’ 사용은 Levi Strauss사의 ‘stitching design’관련 상표를 희석하여 혼동 가능성이

legends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임.

설명, 범례
도면 또는 차트에 있는 심벌(symbol)에 대한 설명리스트.

LG-Walpool case
엘지-월풀 사건 [미국]
2011년 7월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내린 냉장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원고인 엘지전자는 얼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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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냉장고문 밖의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매커니즘에 관한 미국 특허의 특허권자이고, 피고인 월풀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의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얼음을 보관하는 장소를 냉장고 뒤편에서 냉장고문에 위치한 칸막이로 옮긴 미국 특허와 열로 인한 휘어

통상실시권이 있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특허법에서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cf) 전용

짐을 방지하기 위해 안감을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의 특허권자임. 엘지전자는 월풀의 특허가

실시권(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무효이고 엘지전자는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함. 배심원은 엘지전자의 특허가 유효하지만 피고는 이를 침해하지

licensor

않았고, 원고의 양문형 냉장고는 월풀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문언침해하였으며, 원고의 프렌치 도어

실시허락자

냉장고는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함. 또한 안감 관련특허의 청구항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서
무효라고 평결한 사례임. 추후 양사는 합의하에 소송을 종료함.

license agreement / contract
실시계약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 권리소유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전용
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음.

like product
동종상품

특허권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특허발명 또는 노하우의 실시를 허락하거나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타인에 대하여 저작물 또는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license fee(유사어 : royalty)

GATT 등 대다수 WTO협정에는 동종상품의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통일된 의견도 없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개념임. 실제로 무역 분쟁에 있어서 “동종상품이란 현실적으로 비슷한 상품을 의미한다” 는
포괄적인 정의 아래 국제무역 여건과 사안별로 이를 해석하게 됨.

실시료

likelihood of confusion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대하여 실시권을 받은 자가 실시권을 허락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혼동가능성

L

타인의 유명상표를 경업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licensee estoppel

야기할 가능성을 의미함.

실시권자 금반언
지식재산권 실시권자가 실시허락된 재산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의 해석

limitation on damage

규칙. 실시권자가 라이선스에 의해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특허를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 [미국]

공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에서 확립된 판례이론. 그러나 1969년 Lear, Inc. v. Adkins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특허의 실시권자도 특허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특허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파기됨. 상표권에서는 이 원칙이 지지되고 있음.

특허된 제품에 특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에 대한 통지를 한 후에도
침해를 계속한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특허권자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통지 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
(35USC§287).

licensee
실시권자

limitations

특허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

감축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삭제, 세분화 또는 구체화하는 보정방법.

license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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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that does not constitute a design

물론 평론, 희곡, 시나리오 등 이른바 문학의 범주에 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며 강연이나 연설처럼 말로써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됨.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파선, 중심선, 내용설명의 지시선, 음영선 등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선.

litigant / party

liquidation

소송당사자

청산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을 의미함.

회사가 합병·파산 등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변제 및 사원에 대한 잔존재산의 분배 등
및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litigation
소송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
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원산지명칭 즉, 어떤 제품이 기원하는 지역, 그리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인 환경에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필수적으로 기인하는 품질 또는 특징을 나타내주는 지역(나라, 지방)의 지리적 명칭의 보호를 목적으로

심결취소소송

1958년 체결된 국제협정. 원산지명칭은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WIPO의 국제사무국에 등록하고, 국제사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그 심결이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국은 기타회원국에 원산지명칭이 등록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2018년 10월 1일 현재 28개의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회원국을 두고 있음.

list of designated goods and the class of goods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지정상품 및 상품의 분류 목록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 관련 국제 협정. 동 협정에서 채택된 로카르노

상표 출원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구성하게 됨.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는 제11판 기준 32개의 류(classes)와 211개의 하위류(subclasses)를 두고 있음.
상품별류와 하위류를 알파벳순서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총 5,387개의 상품류를 정해 놓고 있음. 현재 55

literal infringement

개국의 회원국(Contracting Parties)을 두고 있으며 많은 국가의 특허청이 동 협정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문언적 침해

있음. 특히 헤이그 시스템도 동 협정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1968년 체결되어 1979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

특허를 침해하는 물건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하여 특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결합관계를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동일영역에서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의 구성요건을 전부 이용하여야 함.

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협정에 가입함.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문언적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균등영역에서의

Locarno classification

침해인지를 검토하게 됨.

로카르노 분류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 로카르노 분류는 매 2년 단위로

literary work

개정되며 2019년 1월부터 제12판 분류가 시행되고 있음.

어문저작물
독창적으로 쓰여진 저작물(written work) 전체를 의미. 말과 글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시, 소설, 수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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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se Klaus case

louivuittonreplica.net, knockofflouisvuittonhandbags.com 등에서 피고의 상품을 주문하여 전문가를 통한

루스 클라우스 사건 [유럽]

감정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상품들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함. 법원은 원고가 합법적이고 유효한 상표를

1990년 11월 9일 독일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자동차 세차장치 관련 발명을 청구항
으로 하는 유럽특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중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의 자동차 세차 설비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

보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상표로 광고, 판매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판매한 상품들은 원고의 것과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를 판결함.

특허의 상세한 설명 기재를 고려할 때, 피고의 자동차 세차 설비에서 생략된 구성 요소는 이 사건 특허

lump sum

청구범위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필수구성 요소를 다른 부품으로

일괄지불

교체한 피고의 물품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특허, 노하우나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대가를 한 번에 전부 지급하는 것.

LOR(license of right)
실시허락의사 등록제도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해서 제3자의 실시허락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선언 또는 특허원부에
등록한 경우에 특허유지료를 일정비율 감액하여 주는 제도. 실시허락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허의 유통활용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영국, 독일에서

L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특허공보와 특허유통 DB에 게재하여 권리양도 또는 실시허락의 의사표시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는 없음.

lost count
상실된 논점 [미국]
미국 특허항소 및 저촉심판부의 저촉심사(interference)절차에서 우선권 부여를 받지 못해 상실되는 기술
적 요지.

lost profits
일실이익
침해가 없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 특허의 경우 특허침해
행위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입은 판매 및 이익의 손실액을 의
미함.

Louis Vuitton-100WHOLESALES case
루이비통-100홀세일즈닷컴 사건 [미국]
2013년 3월 미플로리다남부지방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Louis Vuitton사는 상표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으로 원고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100WHOLESALE.COM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으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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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의정서. 마드리드협정이 성립된 이후 100년이 지나도록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 등

M

무심사주의 국가 또는 이에 가까운 심사를 하는 국가만 참여함으로써 범국제적인 등록제도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됨. 마드리드의정서는 불어 외에 영어도 공식언어로 채택하였고 국내의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심사주의 국가와 심사주의
국가 간의 불균형을 시정함. 국제등록이 소멸한 경우에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인이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에 동 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서
1891년에 마드리드에서 채택됨. 이후 브뤼셀(1900), 워싱턴(1911), 헤이그(1925), 런던(1934), 리스본(1957),
스톡홀름(1967)에서 각각 개정됨. 이 협정에 의한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해서 출원인은 본국의 국내 특허
청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하고 그 후 본국관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이 가능함. 이러한 국제출원이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국제사무국에 의해 등록·공고되며 출원인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지정국에 통보됨.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공동체(EC)와 같은 정부 간 기구도 가입할 수 있게 함. 우리나라는 2003년에 가입함.

Madrid system
마드리드 시스템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상표출원 시스템.

main decision of judgment
(판결의)주문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1891)

판결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선고의 결론이 되는 부분.

허위 또는 기만적인 원산지표시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maintenance fees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9조의 특별협정으로서 1891년에 채택됨. 이 협정은 회원국

등록유지료

또는 회원국 내 어느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고 있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상품이 체약국에 수입되는 것을

특허권 등 지재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권리 부여 후 정해진 기간에 특허청에 내야하는 비용.

M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됨. 이 협정은 원산지를 허위 또는 기만적으로 표시한 물품은 수입시에 압수
또는 수입 금지되어야 하며, 기타 조치 및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판매, 전시 또는 상품의 판매

march-in right

청약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일반대중을 기만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함.

개입권 / 실시요구권 [미국]
연방기관이 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물로 획득한

Madrid Monitor

특허를 해당 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국가의 비상사태 등 일정한 경우에 이

마드리드 모니터

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연방기관의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강제실시의 일종임.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를 통한 국제등록 건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위해 WIPO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서 종전의 ROMARIN, the 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 Madrid E-Alert and

mark

Real-Time Status를 통합한 프로그램.

표장

Madrid Protocol(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드리드의정서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mark indicating goods or business

마드리드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인 국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1995년에

상품 또는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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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영업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상적 또는 개념적 특성을 말함.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복수의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연관관계를 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하여야 함.

marking of patent
특허표시

means of proof

특허권자나 실시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이 특허제품이나 출원제품에 특허번호와 함께 “특허”, “방법특허”,

입증방법

“특허출원(심사중)” 등의 문자를 표기하는 것(특허법 제223조). 미국의 경우 특허의 표시가 없으면 손해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조사를 요구하고 또 법원이 사실인정의 자료를

배상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침해자에게 특허제품임을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때부터

얻기 위하여 조사하는 수단. 즉 증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등이 있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소를 제기하는 것은 통지로 취급됨.

means-plus function claim
markman hearing

기능식 청구항

마크맨 히어링 [미국]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구조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구조에 대한 적합한 일반

미국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특허소송에

명칭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수단’과 같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청구항. 특허법 제42조

있어서 확실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이 절차를 거치고 있음.

제6항은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고 하여 기능을 기재하는 기능식

Markush claim

청구항을 허용하고 있음.

마쿠쉬형 청구범위기재방식

M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표현이 인정되지 않지만 화학분야 등 일부 분야의 발명에

mediation

있어서 발명이 2이상의 병렬적 개념에 상당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발명의 개념이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조정

청구범위 기재방식임. 즉 ‘A, B, C 및 D로 부터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selected from the group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을 중개하여 화해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을 말함.

consisting of A, B, C and D)’의 형태로 표현되는 형식.

member state
MAT(Mutually Agreed Terms)

동맹국 / 회원국

상호합의조건

국제조약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입국 또는 회원국.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

merchandising right
meaning of trademark

상품화권

상표의 관념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이용되는 캐릭터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권리 내지는 그 캐릭터를 상품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 상표가 언어로 된 경우에는 그 언어의 의미이고, 도형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

이나 서비스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캐릭터의 상품화는 현대 마케팅의 두드

의해 이해되는 것이 상표의 관념이 됨.

러진 특징 중 하나이며,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 이후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상품화에서 시작됨.

means for solving problems

merger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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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당사자가 일부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동일한 표장에 대한 2건 이상의 국제등록의 명의자로 등록된

있음.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치료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하여 청구항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됨.

merits of lawsuit
소송의 본안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소송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

최혜국대우의 원칙
어느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에 대해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 특권, 면제를 허용하는

Meriyasu Knitting Machine case
메리야스 편직기사건 [일본]

경우에는 동시에 모든 동맹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WTO TRIPs협정 제4조).

1976년 3월 10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昭和 42年(行ツ) 28)로서, 지재권

microorganism deposit system

분야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대법정(전원합의체) 판결임.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심결취소소송

미생물기탁제도

에서는 항고심판절차에서 심리 판단되지 않았던 공지사실과의 대비를 통한 무효원인은, 심결의 적법

미생물기탁(deposit of micro-organisms) 참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거절심결과 관련하여 심리
범위에 대한 무제한설의 일반론을 판시한 기존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음. 이 판결을 계기로

microorganism invention

일본에서는, 특허청의 심판단계에서 심리판단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미생물 발명

없다는 ‘심리범위 제한설’이 정착되었음.

metatags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의 발명을 총칭하는 개념임.

MICROSOFT-MOTOROLA case

메타테크

마이크로소프트-모토롤라 사건 [미국]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자가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할 때 검색자가 원하는 웹페이지가
선별되도록 웹페이지에 삽입된 색인어.

2015년 7월 미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손해배상 판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로열티가 과하게 책정되어
FRAND 협약을 위반한다며 모토로라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항소법원은 모토로라의 FRAND 협약상
존재하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또한 로열티율은 특허

method of hearing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아닌 계약의무위반이므로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모토로라가 주장한 특허법

심리방식

제284조의 ‘합리적인 로열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소송심리의 방식에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직권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병행심리주의 등이

minimum royalty

있음.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s well
as diagnostic methods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 및 진단방법

최저 실시료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실시와 관련된 최저액의 실시료를 정한 경우 그 실시료를 의미함. 예를 들어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최저 실시료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시키는 방법 등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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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appropriated application

misleading advertising

모인출원

허위광고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승계 받지 않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미함. 이러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등록되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misuse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면 모인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음.

오용

misappropriation of idea

원래의 의미나 용도를 다른 의미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이디어 탈취행위

mode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실시예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도입됨.

PCT에서 말하는 실시예(mode)는 일본의 실시예, 유럽의 embodiment, 미국의 best mode를 총칭하는 의
미로 쓰이고 있음.

mono claim system / single claim system

misappropriation

단항제

부정유용행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횡령, 부정하게 유용하는 행위.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업비밀이나 거래관계 중에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취득한 행위 또는 부정취득 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영업비밀을 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M

일본 구 특허법에서 채택하고 있던 제도로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만을 하나의 항으
로 기재하도록 한 것. 우리나라 특허법도 1981년까지는 단항제를 실시함.

monogram mark
모노그램 상표

misconduct

문자를 도형화한 것으로 구성된 표장.

위법행위
법률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형법에서의 범죄행위,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를 의미함. 광의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배심원 등의 위법행위를 가리키지만 특히 재판 관여자가
소송당사자의 권리 또는 정당한 재판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독점배타권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만이 그 권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경우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misleading

그 실시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오인
오도하는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의미함.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자체를 다른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상품

수 있음.

monopoly

자체의 오인)가 있음. 예를 들어 지정상품을 ‘청주’로 하여 ‘맑은유자향’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을

독점

‘소주’로 하여 ‘보드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있음.

특정 상품의 거래 또는 특정의 활동을 권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역사적으로는 과거 영국제도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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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정 물건의 매매, 제조 등에 관하여 국왕으로부터 부여된 특권을 의미하였음. 최근에는 경쟁을 제한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콜롬비아 영화사에게 배급한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움직

하여 시장, 가격을 독점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독점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이는 로고가 있음.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motive
Monsanto vs Stauffer Chemical case

모티브

몬산토 농약발명 특허침해 사건 [유럽]

어원적으로 모티브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나 동기를 의미함. 디자인권은 이러한 모티브가

1985년 6월 11일 영국고등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허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로 특정되어 물품에 표현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며 모티브 또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

방어방법으로 영리목적의 실시가 아닌 ‘실험적 실시’에 한정됨을 주장. 항소법원은 농약 발명에 관한 이

대상으로 하지 않음.

사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특허 침해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실시를 하는 것은 실험실 또는 온실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조건에서도 얻어 지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실험적 실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인정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하였음. 그러나, 제3자에게 입증하기 위해 하는 시도 또는 제3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양해각서

하는 시도는 ‘실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고 따라서, 특허 침해자 자신의 농장이
아닌 다른 농장에서 특허침해자가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서. 즉, 당사자 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됨.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oral rights

M

특허심사편람 [미국]

인격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이라고 함. 저작인격권
에는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수정이나 훼손을 금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음.

MOT Test(Machine-or-Transformation Test)
장치 또는 변환 테스트 / MOT 테스트
1970~80년대에 형성된 법리로 소프트웨어 및 BM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판단에 적용됨. 장치 또는 변환
테스트는 방법발명이 ① 특정 장치(machine)에 연동되어 있거나, ② 대상의 변환(transformation)을 제공한
다면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는 심사기준임. In re Bilski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방법특허의
특허적격성과 관련하여 본 테스트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 이 사건의 상소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치 또는 변환 테스트가 방법발명의 특허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판시함.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특허심사실무와 절차를 참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뉴얼. 서류의 접수 및
처리의 사무절차, 실체심사, 저촉심사, 심판, 디자인특허, 식물특허 및 PCT 등에 관하여 심사관에 대한
지시와 이들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 일체가 기재되어 있음.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물질이전계약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multinational filing system
다국가 1출원시스템
통상의 개별국 해외출원 시스템인 1국가 1출원 시스템을 보완하여 여러 나라에서의 등록출원 절차를

motion mark / movement mark
동작상표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제도로서 특허는 PCT제도, 상표는 마드리드제도, 디자인은
헤이그제도가 있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 동작상표는 실거래사회에서
대부분 영화나 TV,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 특정 동작에 의하여 자타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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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articles

Multitimemachine-AMAZON case

다물품 [미국]

멀티타임머신-아마존 사건 [미국]

우리나라의 한 벌 물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 cf) 한 벌 물품의 디자인(design for a set of

2015년 6월 미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국방 무늬 시계를 제조하는 원고 Multi

articles)

time Machine은 상표침해를 이유로 Amazo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1심은 Amazon이 Multi time
Machine 상품 대신 타사의 상품을 검색결과로 표시하였지만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multiple claim system

판시하였으나, 항소법원은 Amazon이 항소인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개의 검색 결과를

다항제

나타나게 하였고, 이 중에는 경쟁사의 유사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수

출원에 대하여 복수의 청구항을 기재하여 복수의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독립항과 이 독립항을 인용하는 하나 이상의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함.

있다고 판시하여 1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musical work

multiple class application / combined class application

음악저작물

다류출원

음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교향곡, 현악곡, 오페라, 재즈, 샹송, 대중가요, 동요 등

둘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하나의 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하는 것.

multiple dependent claim
다중종속항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의 종속항. 인용하는 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해야 하거나 다중종속
항은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는 등 청구항을 기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음 (특허법시행령 제5조
참고).

표현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음악저작물에 포함됨. 저작권법상 ‘고정(fixation)’이 저작물의 요건이 아니므로
악보에 고정되지 아니한 즉흥연주, 즉흥가창 등도 그에 의해 표현된 악곡 및 가사 등이 음악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M
mutatis mutandis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임. 예를 들어 특허법상 대리인에 관하여 특허법에

multiple designs application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함(특허법 제12조). 준용은 법률상 명문으로
지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는 다름.

디자인출원은 1 디자인을 1 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이 경우 1디자인마다 한 벌의 도면으로
분리하여 표현해야 함(디자인보호법 제41조).

multiplicity of claims
과다 청구항 [미국]
발명의 성질, 범위 및 종래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수의 청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됨(MPEP 706.02(1)). 1개의 출원에 복수의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상이하고 또한 그 수가 부당하게 많지 않아야 함.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특허법은
청구항의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20개가 넘으면 가산료가 청구됨(37 C.F.R. § 1.16(j))

172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영․한

영한사전

173

권리의 소진 범위를 정할 때, 권리자가 국내에서 특허제품 또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 등을 판매 등의 방법

N

으로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대한 권리는 국내에서만 소진된다는 이론. 이 경우 병행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에서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입국의 권리자는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체결됨. NAFTA는 지식재산권, 환경, 농업, 운송인프라 등 총 2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됨.

Nagoya Protocal(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나고야의정서
국가 간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
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이익공유,
적용범위, 의무준수 등 36개 조문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됨.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8월 17일자로 발효됨.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올림픽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올림픽 심볼인 오륜을 상업적 목적(광고, 상품, 상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1981년에 체결됨. 회원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 없이 올림픽 심볼이 출원될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해야만 하고 등록되었다면 당해 등록을 무효화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함.

national phase
국내단계
PCT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에서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들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한 시점 이후의
절차. 국내단계에서는 지정 관청의 자국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함.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국제협약의 보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서 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가맹국은 타 가맹국의 국민에게 자국
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의무가 있음. 즉, 조약 동맹국 국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파리협약 제2조 및 제3조, 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

N

nationality principle
속인주의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cf) 속지
주의(principle of territoriality)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naked licensing

천연물

무방비 사용권설정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사용권만을 설정하고 그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상품에 사용
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사용권 설정을 의미함. 상표권자가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자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방비 사용권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천연물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가 되지 않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위적
으로 분리, 정제하여 얻어진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므로 특허받을 가능성이 있음.

정으로 판단되어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NCAC(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

계약 체결시 해당 상표의 품질관리에 대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함.

중국 국가판권국 [중국]
중국 저작권 관련 법률 정비 및 저작권 정책 수립,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행정집행 등을 수행하는 중국

national exhaustion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

국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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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dictionary evidence

new round negotiation

사전상 부재 증거 [미국]

뉴라운드 협상

어느 단어가 사전이나 지도에 없다는 의미로서 상표가 흔한 성(surname)이어서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한

GATT가 진행한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WTO가 1995년에 탄생한 이후 출범한 새로운

조사 절차. 예를 들어 상표 심사관은 “HOSKIE”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surname)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상. 이후 뉴라운드 협상은 ‘도하 라운드’ 또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라고도 불림.

증거로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음(In re Hoskie Co Inc.(TTAP, 2017)).

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 상품 확대, 반덤핑 등에
대하여 논의함.

neg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new trial

특허소송에서 침해자인 피고가 균등론을 적용하여 자신의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재심리

않는다고 항변하기 위한 요건을 말함.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에는 ①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

결정 또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소송쟁점의 일부 또는 전체에

아닐 것, ②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것 임. cf) 균등침해의

대해서 다시 사실심리를 하는 것.

요건(requirements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참조.

NewBalance design case
negligence

뉴발란스 디자인 침해 사건 [중국]

과실

2017년 4.11과 4.12,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16년 뉴발란스가 선전시 신핑헝(新平衡)운동체육용품유한

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민법상

회사 등 다수의 피고를 대상으로 New Balance 운동화 유명상품 특유의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과실은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요건이 됨.

소송에 대하여 개정심리를 하였고, 8월 1심에서는 총 1천만여 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에
대한 배상판결을 함. 뉴발란스는 중국에서 뉴발란스의 중국어 표현인 “新百倫” 상표 취득에 실패하자

negotiated contract

특유의 우측으로 경사진 형상의 “N” 알파벳 디자인의 상표을 기초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였음. 쑤저우

수의계약

중급인민법원이 1심에서 판결한 1천만여 위안의 배상금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상표권 침해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정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배상금으로 얻은 최고금액임.

newly emerging IPRs

neighboring rights / related rights

신지식재산권

저작인접권

정보기술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지식재산권 체계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함.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함. 이들을 매개로 저작자와 일반 공중이 연결되어 저작물이 전달, 유통되므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보호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보호체계로,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조작 동식물,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AI),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퍼블리시티권(publicity) 등을 들 수 있음.

인접하는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newspapers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방송사업자), 공연권

(편집저작물로서)신문기사

등을 가짐.

신문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 원고를 편집담당자가 선택·배열하여 제작되는데, 그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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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O(National Institute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Quality)

non-contestability / incontestability clause

프랑스 국립원산지명칭협회

비계쟁 조항

프랑스 농림부 산하의 농산물 및 식품의 원산지명칭의 심사, 감독,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시권을 받은 자가 실시권을 허락한 자의 특허권 등의 지재권에 대하여
유효성을 다투지 않을 것임을 수인하는 계약 조항. cf) 실시권자 금반언(licensee estoppel)

Nice Agreement(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non-convention application

니스협정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비조약출원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57년 체결됨.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하지 않는 출원.

니스협정은 국제적으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니스분류)를 사용함으로써 국제 출원 및 등록
시 편리함을 제공함. 우선권주장, 다류 1 출원, 복수국가 동시 출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표법조약 및

non-examination countries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하려면 니스협정에도 가입해야 함. 우리나라는 니스협정에 1999년 1월 8일 가입

무심사주의 국가

하였으며, 1998년 3월 1일부터 니스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니스분류는 1류- 34류는 상품 분류, 35류-45
류는 서비스업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nominal damages

출원상표를 심사할 때 상표의 구성 요건 등 절대적인 상표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는 하여도 선등록이나
선출원 유사상표 등 상대적 상표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등록결정을 하는 국가.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명목손해배상

선사용권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원인은 존재하나 사실상의 손해나 침해의 발생을 입중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명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것.

특허출원시에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동일한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자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으로부터 받는 통상실시권을 말함(특허법 제103조). 이를

nominal working

강학상 선사용권이라 함.

명목상의 실시
지재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당해 기술에 대하여 상업상 실시를 하지 않거나 외관상의 실시
형태만을 갖춘 실시의 형태.

non-acceptance / refusal of receipt

nonexclusive license due to working befor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특허원부에 등록되기 이전에 자기의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지

불수리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그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행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의

특허권이 존재하더라고 실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이 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현존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며(특허법 제104조), 이를 강학상 중용권이라고 함.

non-commercial working

non-exclusive license

비상업적 실시

통상실시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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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국적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 산업재산권의 등록, 출원과
관련한 행위에 있어 재외자는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non-extinguishment of power of attorney
대리권의 불소멸

non-statutory subject matter

대리제도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신뢰관계의 존속을 기초로 허용되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

비법정 주제 [미국]

사망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됨(민법 제127조). 그러나 특허법은 민법의 대리제도와는 달리 대리인을 선임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발명으로서,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본인 등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특허법 제8조).

phenomena),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k idea)를 의미함. 이러한 비법정 주제는 항상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대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non-final notice for rejection
최초 거절이유통지

non-tariff barriers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지적하는 최초의 통지. 최초거절이유통지는 거절이유통지 전부터 원시적으로

비관세장벽

존재하는 거절이유를 심사관이 발견한 경우에 행하는 것이며 심사관이 언제 발견했는지는 무관함.

관세 이외의 수입요건 강화, 허가기준 강화, 위생ㆍ검역 요건 강화 등 모든 인위적인 규제를 의미함.

non-infringement violation / non-violation complaint

non-traditional mark

비위반 제소

비전형표장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이로써 다른

전통적인 표장의 형태, 즉 문자와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가 결합한 형태의 표장 이외의 표장을 말함.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하는 분쟁제소를 말함(GATT 23조 1항 a호). 예를 들어

입체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책만으로 된 상표, 위치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해당함.

교역상대국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시장개방을 약속하고서 한편으로는 수출보조금 등의 정책을 취할 경우
에는 다른 상대국이 향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보아 비위반제소의 대상이 되고 있음.

non-visual mark
비시각적 상표

non-obviousness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로만 구성된 상표.

비자명성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non-working of patent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을 것을

특허발명의 불실시

말함. 통상 진보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

non-patent literature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되지 않는 것. 특허발명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청구의 사유가
됨. cf)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비 특허문헌
특허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을 말함.

국제상표출원 거절이유 통지기한

non-resident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 기한. 만약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 또는 18개월

재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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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절 철회’를 의미)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표장의 보호는 그 체약당

notification of 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s

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등록된 것과 동일함. 우리나라는 선언에 의해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8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서

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notice of preappointed date of closure of trial proceeding

국제상표등록출원이 ①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되고 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취소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거절결정 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감축, 취소, 경정 및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명의변경의 국제등록일이 거절결정 이전이며,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18월 경과 후 이의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는 것.

신청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통지일부터 18월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여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notification by ex officio
직권통지

notification of request for agreement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출원 또는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행할 수 있는 사안을 행하고 그 사실을

협의통지서

출원인,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 예를 들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심사관이 경합하는 출원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notification of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

NOTILUS-BIOSIG case
노틸러스-바이오시그 인스트루먼트 사건 [미국]
2014년 6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 판결. 심장 맥박 측정장비 관련 특허침해 소송으로 1심

직권가거절통지서

에서는 특허명세서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고, 2심에서는 파기되었으나, 3심 대법원에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 거절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서류로서 국내「의견제출통지서」에 해당함.

문제된 특허 청구항인 전극 사이의 ‘거리 관계’ 심리에서 2심에서의 판결기준이었던 ‘이해 가능하고 과도

WIPO에 발송(국내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도 발송)함.

하게 애매하지 않은 수준’ 테스트는 특허법의 명확성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결과 함께 2심
판결이 파기된 사례로, 특허법상의 명확성 요구 조건에 관하여 2심의 판결기준이 대법원에서 부합하지

notification of further decision
재결정통지서

못한다고 판결한 사례임.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심결에 의해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환송되어 심사관이

Novartis vs Actavis case

거절결정을 철회하고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거절확정통지서, 보호부여기술서 송부 이후

노바티스 의약품 SPC(추가보호증명) 사건 [유럽]

지정국관청의 추가적인 결정사항에 대하여 WIPO에 통지하는 서류.

2012년 2월 9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의약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추가보호증명 / 한국의 의약품관련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

notification of irregularities

제도와 유사)에는 제품(product)에 대하여 기초 특허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므로, i) 유효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성분(A)을 함유하는 제품이 기초 특허에 의하여 보호 되고, ii) 특허권자가 기초 특허에 근거하여 하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각종 통지서는 의정서(공통규칙 및 시행세칙 포함)에 의한 요건이나 기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하자통지를 받게 되며, 이 경우 통지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고 기간경과로 인해 더 이상 추가적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음.

이상의 유효성분(B)을 추가로 함유하는 의약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제품에
부여된 SPC에 근거하여 기초 특허가 소멸한 이후 제3자가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함. 즉, SPC의 보호범위는 제품(product)에 대하여 기초
특허의 보호범위와 동일하므로 기초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서 SPC의 제품(product)에 다른 유효성분을
조합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SPC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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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

nuisance patent

신규성

방해특허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로서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발명으로서 객관적 창작

보호범위나 영업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쟁업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득한 특허를 말함.

성이 있는 것을 말함. 특허법 제29조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①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null and void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무효의

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NPE(non-practice entity)

보통 두 단어가 동시에 붙어 쓰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아무도 구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특허관리금융회사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채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

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무역장벽보고서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EU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USTR이 파악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임.

N

NTIS(National Science &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여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ㆍ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Nucleotide and / or amino acid sequence listings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시 핵산 및 아미노산의 서열과
기타 유용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말함. 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핵산염기 및 / 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명세서는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열목록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다음)에 기재하거나 파일로 제출
해야 함(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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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주관적인 의사나 희망과 같은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관찰방법.

1 application for 1 trademark registration

obligation to preserve confidentiality / confidentiality obligation

1상표 1출원

비밀유지의무

1상표 1출원 원칙은 동일인이 1개의 동일한 상표를 2 이상 중복출원하거나 2개의 다른 상표를 1개로 출원

영업비밀 등의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공지화 되지 않은 재산적 성격의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비밀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범위 및 용도 내에서 자신만이 알고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의무를 말함. 특허법은 심사관의 업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OAPI(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Intellectuelle)

있으며, 발명진흥법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 등은 출원 공개시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12조). 또한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OAPI는 회원국간 동일한 산업재산권 시스템 및 행정절차의 적용을 위한 1977년 방기협약(Bangui
Agreement)에 의해 탄생함. 카메룬, 차드, 콩고, 말리, 세르갈 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1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본부는 카메룬 야운데에 있음. 이 기구는 파리조약, PCT,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하고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38조).

있으며, 가맹국들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를 하지는 않고, OAPI에 지재권을 등록함으로써만

obligatory rule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강제규범
일정한 범죄나 위반행위 등의 불법요건에 대하여 형벌·강제집행 등의 강제효과를 귀속시키는 규범.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오아시스 / OASIS

observation in entirety

비영리 국제컨소시엄으로 데이터와 콘텐츠 교환의 표준에 주력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세계 최대 XML

전체적 관찰

표준화 기구. 세계 65개 국가에서 600개의 기구와 개인 회원이 가입하고 있음.

상표는 그 구성의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인식되므로 상표구성의 일부분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object of lawsuit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cf) 요부관찰(comparison of feature of marks) 참조.

소송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

observation of appearance
외관관찰

objection

상표의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구성상의 시각적 요인에 의해 관찰하는 것을 의미함.

거부 [미국]
미국 특허 심사과정에서 형식요건의 미비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발령하는 거절을 의미함. 미국 소송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반대편의 변호사가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함.

경제협력개발기구
1948년 2차 대전 후의 서구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계획인 마샬 플랜(Marshall Plan)에 따라 서구 16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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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모태로 확대 개편하여 1961년에 OECD가 탄생함. OECD의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산하조직으로는 각료이사회(최고의사결정기구), 상주대표이사회, 분야별 작업반, 사무국을 두고 있음.

친고죄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 간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포괄
적인 국제경제협의체임. 범세계적인 무역, 경제관련 규범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35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함.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
생산자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

offense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비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로서 비밀침해죄
(형법 제316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이 친고죄에 해당함.

offer
청약
계약 성립의 요소 중 하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가 토지를 팔겠
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B는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A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함. 특허법에서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실시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의사를 표시한 것(청약) 외에도, 제품 광고 등을 통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청약의 유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는 죄. 상표권은 비친고죄가 적용되어 상표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함. 저작권 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하고 있음(저작권법 제140조).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offense of divulging secrets

특허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로서 유·무상을 불문함. cf) 실시(working / practice) 참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office action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허청의 통지

offense of infringement

O

특허청에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는 통지. 거절(rejection),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 등에 관한 통지가 있음.

침해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권자나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 특허권 또는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특허법 제225조, 상표법 제230조).

지정국관청
WIPO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 안에서 보호해줄 것인지의

offense of perjury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국제상표출원심사팀이 지정국 관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증죄

있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 특허법 또는 상표법에서는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office of origin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227조, 상표법 제232조).

본국관청
국제출원에서 기초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
등록이 되어있는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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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documentation

Olympus case

공문서

올림푸스 사건 [일본]

사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공무소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

2003년 4월 22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13年(受) 1256). 이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당해 근무규칙 등에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 대해 지불하여야 할 대가에 관한

official fee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대가액이 [특허법] 에서 정해지는 대가액에 모자랄 때에는 제35조

수수료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족액에 상당하는 대가의 지불을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 이 판결을 계기로

지재권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받는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보수를 말함.
수수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이의신청료, 기간연장수수료 등이 있음.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용자와 종업원간 협의, 책정된 기준의
개시,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법원에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시에는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 사용자의 부담
및 공헌도, 종업원의 처우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

Official Gazette
관보 / 공보
정부기관이 일반인에게 알릴 사항을 게재하여 발간하는 기관지. 특허청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고 결정시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고 공중 심사를 통한 부실한 권리의 발생 및 동일한 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보를 발간하고 있음. 공보에는 지면으로 간행하는 서면공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인터넷공보가 있음.

official interpretation
유권해석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official seals and signs indicating supervision or certification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omission of views
도면의 생략
디자인에서 정면도와 배면도, 좌측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일하거나 대칭일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해당이유를 기재하고 각각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음.

omnibus claim
옴니버스클레임
명세서의 일부와 도면번호를 인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정의하는 청구범위의 형식. 예를 들어
‘도면과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됨. 옴니버스 클레임은 과거에 영국과 인도 등
소수의 국가에서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청구범위가 발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고 하여 거절되는
것이 보통임. 특허와 달리 디자인의 경우는 아직도 옴니버스클레임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가령 디자인
특허에 청구범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은 ‘도면과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치의 장식적 디자인

국내외의 공공기관이 상품 등의 규격품질 등을 관리, 통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 표장을 말함.

(the ornamental design for a device as shown and described)’과 같은 형식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off-shore assembly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국외조립

미국 종합무역법

어느 국가에서 특허받은 제품 또는 공정을 이용하여 특허받은 국가가 아닌 다른 해외 국가에서 조립하는 것.

대외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통상법.
이 법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하고 조사, 협상을 하도록 의무화시킨 이른바 ‘special 301조’의 신설 등을 통해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하고 있음.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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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ale bar

opposition for registration of a partially-examined design

판매로 인한 신규성 상실 [미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미국에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전에 그 발명이 미국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특허법 제102조 (b) 규정.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유가 있다고

on the merit

인정될 때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다.

본안의
분쟁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절차상의 사항이 아니고, 그 분쟁의 실체적인 사항을 나타낼 때

opposition

사용됨. 심사에 있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심사에 관한 경우에 사용됨. cf) 소송의 본안(merits of

이의신청

lawsuit) 참조.

(상표) 출원공고 된 상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상표법 제60조). (디자인) 누구든지

online service provider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되는 날까지 등록디자인에 실체적 등록요건 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총칭함.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설비를 제공·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제도(디자인보호법 제68조).

oral argument / pleading

on-site investigation(inspection)

구두변론

현장검증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심판(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관이 직접 자신의 감각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
조사방법을 검증이라 하고, 검증이 그 검증물의 소재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현장검증이라 함.

심판(소송)을 심리하는 절차.

oral hearing

OPD(One Portal Dossier)

구술심리

IP5간 특허심사정보공유시스템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선진5개국(미, EU, 중, 일, 한국)간 특허심사이력 등 심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심사
정보공유시스템. 출원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IP5 패밀리출원건에 대한 심사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

Orange book

opponent

오렌지북 [미국]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한 자.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음.

미국의 승인 의약품 목록으로서 오렌지색 표지로 발간된다고 하여 오렌지 북이라고 불림. 공식명칭은
‘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임. 처방의약품의 치료적 동등성
평가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 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 각 의약품에 대한 특허번호가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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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정도이면 충분함(대판 2012다28745). 특허의 신규성이 ‘새로운 것,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작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

의미한다면 저작권의 창작성은 ‘모방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법률의 하위 법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발하는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등이
이에 속함.

ornamental design
장식적 디자인 [미국]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미국 특허법 제171조는 “공업적 제품을 위한 신규하고 독창적이며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하는 자는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디자인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보통의 평범한 기술자, 과학자 혹은 디자이너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 및 전문성의 수준.

있음.

other types of reproduction

organic combination of elements

이종복제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

사진저작물을 그림으로 복제한다든가 조각저작물을 사진 또는 그림으로 그대로 묘사하여 원작을 그대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
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
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재현한 작품. 이종복제 작품이 원작과는 별도의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됨.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중국]

origin of wines or spirits

중국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말함.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동 강요에 따라 매년 지식재산권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생산지를 말함.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상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번역 및 음역을 모두 포함하는 상표도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 보고 있음(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영향력을 확대함.

overall appearance of business place
영업제공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original application

특정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이 결합된 ‘영업의 종합적

원출원

이미지’.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던 것에 상품판매·서비스

동일발명자에 기재된 일련의 특허출원 중에서 분할 전 또는 변경 전의 최초출원.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것과 혼동하게 하는 것도 새로이 포함

originality
창작성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
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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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유사하다고 판단함.

P

panel (of trial examiner)
(심판관)합의체
특허심판원의 심리에서 일정수의 심판관이 하나의 합의체를 이루어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3인

package license

또는 5명의 심판관이 합의체를 구성함.

패키지 라이선스
CD매체와 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동봉되어 포장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

paper patent
미활용특허

package licensing
포괄라이선싱

발명이 상업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용되지 않는 특허.

복수의 특허를 한 그룹으로 묶어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 실시권자는 허락된 모든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paper publication

권리를 갖게 됨.

간행물
종이나 문서로 발행된 저작물.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미국 특허출원정보검색 [미국]

parallel import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반고객에게 특허등록 및 출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병행수입

PAIR에는 Public과 Private 두 종류가 있으며, Public PAIR은 등록특허 및 공개출원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Private PAIR은 계류 중인 출원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

들여오는 것.

Pan American Trademark Convention

parameter invention

범 아메리카상표조약

파라미터 발명

미합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상표보호를 위해 1910년에 체결된 조약. 1923년과 1929년에 각각

새로 창출된 파라미터(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값) 또는 새로 창출된 여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개정되었음.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규정한 발명. 고분자 재료, 시멘트 재료, 세라믹 재료, 합금, 유리 등과 같이

P

출발물질이 특정되어 있어도 그 반응생성물이 용이하게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파라미터 발명 형식의

Panasonic design case
파나소닉 “미용기” 디자인침해 사건 [중국]

청구항으로 기재함. cf) 수치한정 발명(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2016년 중국법원이 선정한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에 하나로서 북경 고급인민법원이 파나소닉사의 미용

Parameter patent case

기기 디자인권(수권번호 CN302065954S)의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320만 위안(대략 한화 5억4천만원)의

파라미터 발명 사건 [일본]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건임. 원고측 등록디자인과 피고측 디자인간에 운반용 손잡이와 제품 하단의 만곡

2005년 11월 11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17年(行ケ) 10042).

부의 유무, 바닥면의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실질적인 영향을

이 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파라미터 발명의 서포트(뒷받침) 요건과 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두 제품 모두 반 타원형의 몸체에 60도 가량 기울어진 나팔모양의 노즐이 유기적인

설명은 그 수식이 나타내는 범위와 얻을 수 있는 효과(성능) 간의 관계의 기술적 의미를 특허출원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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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예의 개시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든지, 또는 특허출원 시의

합의 등은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당해 수식이 나타내는 범위 내라면 소망하는 효과(성능)를 얻을 수 있다고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예를 개시하여 기재할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함.

Parapragph IV Certification

part of an article
물품의 부분
물품 전체 가운데에서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을 말함.

Parapragph IV 진술서
제네릭의약품 사업자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존속기간 만료 전에 시판승인을 받고자 할 때 미국

partial abandonment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서류. 여기에는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에 해당하여 신규성 상실로 무효라거나

일부포기

또는 자신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특허권자와의 특허소송을 유발할 수
있음.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 일부 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포기하는 것.

partial change in ownership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parent application

국제등록 일부명의변경

모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의 기본이 되는 원출원. ‘original application’이라고도 함.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협약.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에 가입하였으며, 2018년 5월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Paris Convention priority right
(파리조약)조약우선권
파리조약에 따라 최초의 출원국(제1국)에 출원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1년) 다른 출원국(제2국)에 출원을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 또는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인을 변경하는 것

partial design / portion design
부분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말함. 물품의 부분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P

partial invalidation
일부무효
복수의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 청구항만을 무효로 하는 것.

partnership-ownership

하는 경우 다른 출원국의 출원일을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cf)

합유

우선권주장(claim of priority) 참조.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지만 공동
목적하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도 제한됨.

parol evidence rule
구두증거배제의 법칙

parts / components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

부품

내기로 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전에 존재하던 당사자 간의 교섭, 양해,

완성품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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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ng / palming off

Patent Court of Korea

사칭통용

특허법원

수요자를 기만할 고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나 상표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권의 침해행위.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법원 급의 전문법원. 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일환
으로 1998년 3월 1일에 설립됨. 전국을 관할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와

patent administrator
특허관리인

특허권 등의 침해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든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함.

재외자로부터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patent dispute

영업소를 가지는 자를 말함.

특허분쟁
특허권에 대한 침해, 권리관계의 존부, 권리관계의 범위, 라이선스 조항 등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patent

법률적 다툼.

특허
등록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해 기술 공개의 대가로 국가에서 허여한 독점배타권.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은

patent document / documentation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특허문헌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내용을 기재한 문헌.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요건을 만족해야 함

등록실용신안공보 등이 있음.

patent agent

patent eligibility

특허대리인 [미국]

특허 적격성

미국특허청에 특허, 디자인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소송을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들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patent attorney와 다름.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함. 자연법칙 그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천연물이나 세균 등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의 적격성이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성립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patent assignor estoppel
특허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center

특허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침해소송에서 양도인이 양도된 특허가 무효라고 이의제기를

특허심사협력센터 [중국]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줄이고, 심사처리기간을 적정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지식산권구(CNIPA) 산하기관. CNIPA의 위탁을 받아 특허심사, PCT 예비

patent attorney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018년 현재 베이징, 광둥성, 장쑤성, 허난성, 후베이성, 톈진시, 쓰촨성에서

변리사 / 특허변호사 [미국]

특허심사협력센터를 운영 중임.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 심판, 소송, 감정,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patent family
패밀리특허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를 말함. 즉, 하나의 발명이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경우 기본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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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대하여 각국의 출원들이 가족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임.

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임. 이 중 선택적 중복관할제도를 두어 당사자는 누구나 선택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patent fee
특허료

patent map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임. 특허료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고

특허맵

하는 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을 내야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내야함.

특정 분야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 및 특허출원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로서, 기술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연구 기획 등에 널리 활용됨.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

patent for computer readable media
기록매체특허

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 기록매체특허의 청구항은 ‘컴퓨터에 순서A, 순서B,

patent owner / patentee

순서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해독 가능 기록 매체’ 등으로 작성함.

특허권자
특허권을 소유한 자.

patent for genetic engineering
유전자특허

patent pool

유전공학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 유전자 또는 이 유전자가 코딩하는 단백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 풀

특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성 있는 유용성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다수의 특허소유자가 특허업무대행기관에 보유특허권을 공동 출자하여 위탁 관리시키는 것
으로, 특허업무대행기관은 특허소유자를 대신하여 특허실시계약, 실시료 징수 및 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함.

patent gazette

특허 풀의 대표적인 예로는 동영상 코딩에 관한 표준특허인 MPEG-4 가 있음.

특허공보
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널리 일반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공보를

Patent reexamination board of CNIPA

발행하고 있음. 특허공보는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가 있음.

중국 특허 재심위원회 / 복심위원회 [중국]

P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불복하는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patent infringement lawsuit
특허침해소송
a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참조.

CNIPA 소속기관. 한국 특허심판원에 대응됨.

patent register
특허등록원부

patent litigation

특허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

특허소송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함.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특허소송에

patent right

대하여 관할집중제도를 시행하여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5개 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도록

특허권

하고 있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본안사건(특허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한 손해배상청구·침해금지청구 등) 소송에 대한 1심 관할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5개 지방법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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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erm adjustment(PTA)

patentability of diagnostic method

특허권존속기간 조정 [미국]

진단방법의 특허성

2000년 5월 29일 또는 그 후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절차상 심사지연으로

인체를 진단하는 방법의 특허 가능성 여부를 말함. 인체를 진단하는 방법은 의료행위로서 산업상 이용할

특허등록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 3년을 초과한 일수를 특허권존속기간에서 연장시켜 주는 제도임. 다만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출원인의 책임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35U.S.C.154(b). 국내에는 한-미 FTA에 따라 ’12년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의 대상이 됨.

도입되었음(특허법 제92조의2). cf) patent term extension(PTE)

patentability of medical operation
patent tie-ins

수술방법의 특허성

끼워팔기

인체를 수술하는 방법의 특허성.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특허 라이선스에서 특허 받지 않은 물품의 구입을 조건부로 하는 것. 이는 불법적 끼워팔기를 위해 특허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됨.

권을 남용하는 독점금지법 위반의 고전적인 형태임.

Patent-Drug Approval Linkage
patent trial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심판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심판을 말함. 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이 있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
한ㆍ미 FTA체결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12년 특허목록 등재와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등

patent troll

일부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 3월부터 판매금지조치제도 시행 등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특허괴물

P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하지 않고 특허

PatNet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소송을 빌미로 라이선스를 요구하여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특허전문기업을

유럽특허청 네트워크 [유럽]

말함.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개인발명가들의 특허를 중개하고 신기술의 라이선스를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EPO를 중심으로 그 회원국들과 인터넷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로서 우선권 서류 등 지재권 관련 자료의

측면과, 빈번한 특허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인한 기술발전의 저해 등의

전자적 교환에 활용.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거론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허괴물 대신 중립적인
의미의 ‘특허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 또는 ‘특허주장 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

PATOLIS(Patent On-line Information System)

등의 명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음.

JAPIO의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 [일본]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특허정보검색시스템으로 일본 특허 및 법률 정보 등을

patentability

제공하며, 키워드 번역, 인용검색, 패밀리특허검색, 전문번역서비스 등이 가능.

특허가능성
발명이 특허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말함. 우리나라

pattern

특허법 제29조, 제30조, 미국 특허법 제102조, 제103조는 특허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모양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표면의 장식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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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P Product-by-process claim case

특허협력조약(PCT) 루트를 이용하여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 출원인은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의

제법한정 청구항 사건 [일본]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015년 6월 5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24年（受）1204). 이 사건
에서, 최고재판소는 “물건 발명에 대한 특허의 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PCT route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당해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구조, 특성등이 동일한 물건이라고 해석

PCT 루트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제법한정 물건발명(PBP)의 청구항의 해석방법을 제시하면서,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거치는 방식을 말함. 국제

명확할 것’이라고 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출원시에 해당 물건을 그 구조 또는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특성에 의해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거의 실제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193조).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 이 판결로 일본 특허청은, 제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은, 그 물건을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해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경우가 아니면,

PCT-SAFE(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

당해 발명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함.

PCT-SAFE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출원서와 명세서 작성 및 온라인전송 기능을 겸비한 PCT 출원서류 전자화시스템.

특허협력조약

PDX(Priority document eXchange)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하여 1970년 6월에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78년 1월 24일에 발효함. 동일한 발명에

우선권서류 교환서비스

대하여 복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따르는 노력을 경감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됨.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심사
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PCT CS&E(PCT 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
PCT 협력심사제도
선진5개국(IP5) 특허청이 하나의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제도. cf) 견해서(written opinion)

PCT minimum documentation

우선권주장 출원 심사 시 타국에서 출원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발된 양자 간 우선권증명서류 전자교환시스템. 현재 IP5 특허청들 간 이 방식을 이용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고 있으며, 대만과도 별도 보안망을 사용하여 교환 중임.

P

Peichungurao case
페이청우라오 상표침해사건 [중국]
2016.5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은 장쑤방송국의 “페이청우라오(非誠勿擾)”프로그램 및 진아환(金阿歡) 등록
상표의“친구 사귀기 서비스, 결혼소개소”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에 있어 둘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고
관련 공중은 일반적으로 TV 프로그램과 현실적인 결혼 상담서비스를 잘 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동 판결에서는 TV 프로그램의 명칭과 상표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PCT 최소문헌

TV 프로그램의 명칭이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TV 프로그램 및 내용 소재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PCT 국제조사시 필수적으로 검색하여야 하는 특허문헌. 국제조사기관(ISA)은 PCT 최소문헌에 해당하는

TV 프로그램의 서비스 종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상표법의 취지에

특허문헌(데이터베이스)을 반드시 특허검색 시스템에 갖추고 있어야 함.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스위스,

따라 관련 공중의 혼동과 오인 가능성을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으로 인정함.

한국, 중국 등의 공개 및 등록특허 등이 특허문헌의 최소문헌에 해당되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공개된 특허도 최소문헌에 해당됨.

PCT patent application in foreign language

penal / criminal action
형사소송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

외국어 국제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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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 detention

배타적인 권리. 공연권과 복제권(reproduction right)은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구류

허락한 경우에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해당 저작물을 공연하려면 별도로 공연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함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구금.

penal provision

(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 판결).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음.

period of an action

벌칙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법
에서는 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을 규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음.

pendency period

제소기간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하는 시간적 한계. 예를 들어 특허심결에 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period of filing appeal

심사처리기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상 개월 수로 표시되며, 산정방식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종결처리기준)과 심사청구일로부터 1차 처리(First Action)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1차 처리기준)이 있음.

pending application
계류중인 출원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으로서 등록 또는 거절, 포기 등의 최종처분을 받지 아니한 출원.

상고 / 항소 제기기간
법원 또는 심판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문(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periodical
정기간행물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책자형태가
아닌 기타간행물 등이 있음.

performance
실연
저작물을 연기, 낭송, 노래, 춤 또는 상영 등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

peripheral claiming system
주변한정주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문언적 의미로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performer

기재사항, 즉 발명의 설명에 의한 확장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cf) 중심한정

실연자

주의(central definition theory, central claiming system)

일반적으로 민간전승 저작물을 포함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을 연기, 노래, 구술, 낭송 또는 기타 실연
하는 사람으로서, 배우, 가수, 연주가, 무용가 등을 의미함.

perpetual motion machine
영구기관

performing right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계를 1종 영구기관이라 하고, 단 하나의 열원으로부터

공연권

열을 흡수하여 계속하여 일로 변환하는 기계장치를 제2종 영구기관이라 하며 이 둘을 합쳐 영구기관이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하도록 허락 또는 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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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함. 영구기관은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실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성립성이 없다는

PFC(Priority Foreign Country)

이유로 특허될 수 없음.

우선협상대상국 [미국]

person of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5월경에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하여서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무역 보복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함.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기술수준을 숙지하고 있거나 일정 정도의 창작능력이
있는 자라고 특허법상 의제된 추상적인 존재. 당업자라고도 함.

personal jurisdiction
인적관할

PGR(Post-Grant Review)
등록 후 무효심판 [미국]
미국 개정특허법(AIA)에서 도입된 등록 후 무효심판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임. cf)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한 국가가 사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

phantom element

주의를 가미하고 있음.

가변요소 [미국]

personal service

출원상표에서 변동가능한 구성요소.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출원상표가 ‘JOSH’s DELICIOUS xxxxx WINE’인

교부송달

경우 여기서 ‘xxxxx’ 부분이 과일의 종류를 삽입할 수 있는 있는 가변적인 구성요소임. 날짜, 지리적인 위치,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공시송달, 우편송달이 있음.

모델번호 등도 가변요소에 해당함.

perspective view

pharmaceutical invention

사시도

제약발명

그 물품의 특징적인 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비스듬한 방향에서 바라본 상황을 설정하여 그린 도면.

사람의 질병을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하는 물질에 관한 발명.

petition for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pharmaceutical patent

침해금지청구

제약특허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하는 물질 즉, 의약의 발명 또는 2개 이상의 의약을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금지 또는 침해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혼합한 의약 조성물이나 이를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허.

P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6조).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 provision disposition

pharmacological data
약리데이터
화학물질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해당 발명에 관계된 물질에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가처분신청

말함. 발명의 설명에는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채무로부터의

약리효과를 기재하여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음(특허심사기준 3장 발명의 설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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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ENIX

piratical edition

PHOENIX [유럽]

해적판

유럽특허청(EPO)의 전자출원 시스템. 출원서류를 전자화하여 포대관리 및 이송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

허락 없이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전부를 의미함.

phonogram

PIUG(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Inc.)

음반

특허정보이용자그룹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저작권법 제2조 5호). 실연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의 대상이며

미국,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24개국의 특허정보전문가들로 결성된 민간 비영리단체.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실연상의 소리나 기타의 소리를 오로지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함. 따라서 디스크나 테이프에 소리가

경험 및 의견 공유를 위해 전 세계 특허정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녹음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반이 됨. 그러나 소리와 함께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는 음반이 아니라

place of business

영상저작물이 됨.

영업소

photocopy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영업하는 장소. 영업소는 단순히 점포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장, 농장 등도 포함

사진복사

되며 반드시 본점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어떤 장소를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영업의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photographic work

plagiarism

사진저작물

표절

빛이나 기타 방사선에 감응하는 표면 위에 제작된 실물의 영상을 말하며, 그것이 대상의 구성, 선택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기하여 자신의 것으로

포착방법 등에 있어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

PIC(Prior Informed Consent)

plaintiff

사전통고승인

원고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공국의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

소송 당사자 중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신청한 자.

P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

plaintiff’s demand / purport of claim
pipeline products

청구취지

파이프라인 제품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어떤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ㆍ재판을 구하고 있는가를 명시한

특허는 되었으나 시험이 필요한 발명(주로 제약특허)으로 제품화 과정이 오래 걸리는 제품.

부분. 소장에서 ‘....판결을 구한다’라고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청구취지임.

piracy

plaintiff’s exhibit

불법복제

갑호증

unauthorized reproduction / illegal copy 참조.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호증(defendant’s exhibit)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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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 view

담보물권.

평면도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그 윗부분에서 내려다보이는 면.

PLT(Patent Law Treaty)
특허법조약

plant breeder

각국의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위해 2000년 6월 채택됨. 출원일의 요건 완화, 출원서식의

육성자

표준화, 출원서 기재요건의 완화, 전자출원제도, 실수에 의한 권리 상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PLT는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에서는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개발한 자의 고용주나 승계인도 포함하는 개념.

plant breeder’s rights
육성자의 권리
육성자가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협력조약(PCT)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지만 국제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나면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리조약을 보충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한 체약국간의 특허법 통일화 작업을
시도한 결과로 탄생함. 2018년 현재 미국, 일본, 북한 등 총 40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plural similar group code
복수유사군코드
동일 상품류 구분 내의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로 구성된 유사군 코드

plant patent
식물특허
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 구 특허법 제31조에서는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
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성번식 식물만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음.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식물발명도 다른 발명과
동일한 특허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plant variety protection tribunal
품종보호심판위원회

POPEYE case
뽀빠이 사건 [일본]
1999년 7월 20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상표권의 권리남용에 대한 판결(昭和 60年(オ)1576).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 목적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X(피상고인)가 ‘뽀빠이’ 만화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乙표장(POPEYE의 문자)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경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권리의 남용이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저명한 저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대표적인 판결임.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는 기구(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 제1항).

position mark

pleading

위치상표

변론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지정상품의 특정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표장.

pledge

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질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사·유가증권·채권 등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심판원에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을 위해

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고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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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ower of attorney

preparatory documents, brief

위임장

준비서면

특정인에게 특정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대리권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당사자가 미리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함. 법정에서 법원과 상대방이 갑자기

증거로 이용됨. 그러나 대리권수여의 원인행위인 위임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이론상 별개

자기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바로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검토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운영하는 제도임(민사소송법 제273조 이하).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preparatory procedure

특허심사하이웨이

(변론)준비절차

PPH를 시행하는 국가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제1국 특허청에서 특허허여 결정된 후 제2국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특허청에 해당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preponderence of evidence
preamble

증거의 우월 [미국]

전제부

미국 소송법 상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약한 강도의

특허청구범위 작성에서 전제부는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거나 발명을 요약하거나

증명 정도. 흔히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며 어떤 증거가 다른 증거보다 더 설득적일 때 우월하다고 인정됨..

또는 종래 기술과의 관계, 의도하고자 하는 용도나 특성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었다는 사정

prescribed language

만으로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공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대법원 2017.

지정언어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Pre-Grant Publication

특허협력조약(PCT)에서 국제공개언어로 지정된 언어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PGPUB

prescribed languag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공개특허공보발간시스템

국제출원 사용언어

preliminary amendment

P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였으나, 2007년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추가됨.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사용되는 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
Office of Origin)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어만을 선택하고 있음. 국제사무국은

예비보정 [미국]

이러한 언어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제출원을 국제출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국관청으로

최초거절통지서 발송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특허상표청에 도달한 보정.

되돌려 보냄.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prescription

침해금지가처분

시효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

목적으로 하는 재판.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 혹은 소멸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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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특허법 제30조의 요건), 그 공지는 발명의

보존행위

신규성 판단 시 선행기술로 보지 않음으로써, 발명이 신규성이 있다고 의제하는 것.

재산의 멸실, 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률행위.

presump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preservation of evidence

손해액의 추정

증거보전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은 청구자가 하여야 하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손해

장차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리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것.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됨. 국가지식
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 위원장과 정부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presiding trial judge
심판장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심판관으로서 심판의 합의체(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구성원 중에서
1인의 심판장을 둠.

presump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은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그 물건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함(특허법 제129조).

presumption of negligence
과실의 추정

액의 산정 및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128조에 손해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즉,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함(특허법 제128조 제4항).

presumption of validity
유효성 추정 원칙 [미국]
무효로 확정되기까지의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미국 특허법 제28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무효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임.

pretrial / preparatory hearing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 의해 열리는 기일.

P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미국]
일반 소송관계에서,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가 주장하는 소송원인이나 항변을 일단 충분하게 설명하여,
상대방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승소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갖는다고
말함. 특허 관점에서는, 특허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절차적 기법으로 사용됨. 즉,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일차적인 책임은 심사관에게 있고, 심사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출원인은
특허받을 수 있게 됨. 반대로 심사관이 특허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면 특허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
에게 돌아감.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 침해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cf) 과실(negligence)

presumption of novelty / novelty grace
신규성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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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design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기본디자인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민법 제2조제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때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이 합체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에서 가장 빠른 디자인.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principal register

내국민대우의 원칙

주등록부 [미국]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미국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은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와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 등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청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보통 주등록부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원칙(파리조약 제2조 및 3조, 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

principle of patent independence

principal registration

특허독립의 원칙

주등록 [미국]

산업재산권제도 자체가 원래 자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기하여 각국이 독립한 제도로서 발전시킨 결과

보조등록에 대비되는 형식으로 상표의 사용의사 또는 사용에 기초한 출원에 대하여 미국 연방상표법
(Lanham Act)의 상표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해주는 것. cf)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ration)

principle of arrival
도달주의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본다는 것.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례의 하나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반대 개념은 발송주의
(sending theory, mail-box theory)임.

principle of documentary proceeding
서면심리주의
구술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 등을 서면을 통하여 행하게 하는 주의.

principle of exclusion of prior art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당해 특허발명이 그 출원시에 이미 공지기술이었을 경우, 공지기술은 당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원칙.

자국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하여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파리조약 제4조의2).

principle of problem solution
과제의 해결원리
종래기술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특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해결원리를 말함.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다면 균등물로 볼 수 있음. cf)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principle of reciprocity
상호주의
권리나 편의 등에 있어서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하여 인정해준다는 원칙.

principle of registration
등록주의
특허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칙. 상표의 경우, 상표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현실로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 등록을 허용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사용주의도 가미되어 있음(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불사용 상표 취소, 미등록

principle of good faith

주지저명상표 보호 등).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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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rinciple of territoriality

특허나 상표 출원 전에 그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특허법과 상표법에서는 출원사실을

속지주의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특허법 제103조), 상표를 계속 사용할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원칙. 지식재산권은 부여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 cf)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권리를 부여(상표법 제57조의3)하도록 하고 있음.

priority application number

printed publication

우선권출원번호

출판물

우선권주장 출원 시 선출원의 출원번호.

기술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문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명의 내용이
개시된 출판물이 발명일 이전 혹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공개될 경우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priority claim
우선권주장

prior (previous) application
선출원
시간상으로 먼저 출원된 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 시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의미함.

claim of priority 참조.

priority date
우선일

prior art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선행기술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당해 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기술.

의미.

priority documents

prior art search

P

우선권서류

선행기술조사
기존의 공지 기술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 선행기술조사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기술
개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특허출원 전 발명의 권리 획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임.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임.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
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그 번역문과 함께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prior right effect
선원의 지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발명이 늦게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갖는 지위. 이 경우 먼저 출원한 발명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

priority period
우선권기간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파리조약상 우선권 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하여서는 6개월임.

prior use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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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right

procedures in 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프라이버시권

지정국관청에서의 절차

자신의 사생활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로 인격권적 성질을 지님. 헌법상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우리나라가 국제출원의 지정국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 특허청이 국제출원의 지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않을 권리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하는 경우 특허청과 출원인 또는 국제사무국간에 발생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의미.

private use

procedures in the office of origin

사적이용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본국관청에서의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본국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특허청과 출원인 간에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 사적 이용(복제)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이도 가능함(저작권법 제30조).

발생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청이
방식심사 및 합치여부심사를 마친 후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하는 때까지의 절차뿐만 아니라

privity of contract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후 방식심사 등의 결과 하자를 발견하여 특허청 및 출원인에게 통지

계약관계

하고 그에 따라 하자를 보정하는 절차까지도 포함함.

계약관계는 양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짐.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형성되는 관계임.

process claim

probability

방법청구항

개연성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또는 제어방법 등과 같이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아니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있음직한, 일어남직한 사실과 같은 의미.

Problem-Solution Approach
과제해결접근법 [유럽]
유럽특허청(EPO)이 진보성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이루어 짐. ① 출원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결정하고, ② 해결되어야 할 “객관적 기술과제”를 설정하며, ③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객관적 기술과제를 출발점으로 놓고 볼 때, 당해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
에게 자명한지 여부를 고려함.

청구항의 형식.

producer

P

제작자
무대 실연, 영상저작물의 제작, 라디오방송 저작물의 제작 또는 음반의 제작을 조직하거나, 또는 조직함과
동시에 이에 출자한 사람을 의미.

product-by-process type claim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procedures in international bureau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물건(product)을 만드는 제법을 기재하여 특정함으로써 청구항을 작성하는 형식.

마드리드 시스템의 WIPO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국제출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

program-carrying signal

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등록증(항상 국제출원언어로 작성)을 송부하며, 지정국 및 본국관청에

프로그램 전송신호

국제등록을 통보하고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함.

전자기적으로 발생된 반송파로서 우주공간에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

224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영․한

영한사전

225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proper parties

일사부재리

적격당사자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소송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자.

않는다는 원칙.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특허법 제163조).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proprietary interest
재산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갖는 소유자의 권리.

중복제소금지
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pro-se application

금하는 원칙(특허법 제154조, 민사소송법 259조).

본인출원
변리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는 것.

prominent part
상표의 요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부기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부분으로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

특허청구범위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출원에서 특허등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또는 특허청(심사관)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 Hughes

pro-patent

Aircraft case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판결이유로서 사용한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음.

친특허주의 [미국]
미국에서 친특허주의는 1790년부터 1930년까지 제1기 시대, 그리고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제2기 시대에

prosecution

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말함. 제1기 친특허주의 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출원등록업무

위하여 특허권자를 우대하고 특허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침. 대표적인 예로 1790년 특허법 제정, 1836년
특허법에 의해 국무부 산하에 특허청 설치, 특허의 유용성을 헌법에 명문화 등이 있음. 그러나 대공황
이후 193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경제정책은 독점금지에 초점을 두는 독점금지정책(antitrust policy)이
강조되어 이 시기에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취급됨. 이후 1980년대에

P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얻어내는 과정.

prosecution history

일본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자 레이건 행정부가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출원경과

국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하여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시 반특허주의(anti-

지식재산권의 출원부터 등록을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정리한 것.

patent)에서 친특허주의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 특허전담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신설, 지식재
산권과 통상정책의 연계, 특허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친특허주의 정책의 사례로 들 수 있음. 2006년 이후는

protective order

부실특허 제거, 특허괴물 통제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는 등 친특허주의에 일정부분 제한이 걸린

보호명령 [미국]

점을 고려하여 ‘수정 Pro-patent’라고 칭함.

미국의 소송절차에 있어 원고 및 피고의 변호사에게만 당사자의 기업비밀에 접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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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of information

provisional refusal based on an opposition

정보제공제도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거절의 사유가 있어 특허될 수 없다는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가거절통지를 할 경우 별도로 발송하는 서류. WIPO에 발송(국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정보제공제도는 심사관에 의한

대리인에게도 발송)하고 국제등록명의인에게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발송함.

심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의 향상을 위해 두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음.

provisional registration
provisional application

가등록

가출원 [미국]

본 등록에 대한 예비등록의 일종으로서 본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미국 특허법 제102조(b)의 규정에 따른 출원을 말함. 해외출원에 필요한 출원일의 우선일을 빨리 얻기

경우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된 뒤에 할 본 등록의 순위를 보전 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록.

위해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도입됨. 가출원에서 명세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도 가능하며, 청구범위를 기재
할 필요가 없고,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할

provisional remedy

경우 가출원 일자가 미국 출원일로 인정됨. 가출원은 1년 후 자동으로 포기되며,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잠정구제

미국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어 출원 후 심사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가출원이 정규출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출원이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출원인은 일단 가출원을 하여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
후 필요한 경우만 정규출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함.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항). 채권의 종국적 만족의 단계에 이른다는 점에서 단지 집행보전에 그치는 가압류·가처분과 구별됨.

provisional measure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판결 결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취한 잠정적인 조치로 가처분,
가압류제도가 있음.

provisional rights
잠정적 권리 [미국]
미국에서 특허출원의 공개는 특허부여를 조건으로 하는 잠정적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공개와 특허허락 사이의 기간에 공개된 출원의 청구항을 직접 침해한 것에 대해 합리적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출원공개 후 등록시점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해당 특허를 업으로
실시한 경우, 특허 등록 이후 특허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특허법 제65조)

잠정조치

provisional seizure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가압류

자가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달리 1-2주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말함(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provisional refusal
가거절

강제집행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매각할 우려가 있는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에서 행하여짐.

Provisions on Trademark License
WIPO 상표사용권 규정(권고안)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서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기술한 선언(직권 가거절), 또는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언(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을 의미함. 출원인에게 가거절을 통지할 때에는 가거절의 근거가
되는 모든 이유 및 이에 상응하는 주요 법 규정을 언급해야 함.

228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영․한

2000년 9월 제35차 WIPO 총회에서 공동결의안으로 채택되어 회원국에 권고. 2000년 3월 개최된 제4차
WIPO SCT(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상설위원회)에서 상표사용권 등록 및 등록말소 방식을 간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일화 할 목적으로 초안을 작성함.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표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시 권리자

영한사전

229

P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양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의 기재사항도 대폭

저작자가 가지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전시권은

완화하는 내용임.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권리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에 대해서도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음.

pseudo mark
유사표장 [미국]

public lending right

유사표장은 대안적인 또는 의도적으로 틀린 철자의 표장을 검색하기 위해 미국특허상표청 검색에서

공공대출권

사용되는 표장임. 미국특허상표청은 상표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Trademark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나 음반 등을 대출하는 것을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에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에 이러한 유사표장을 할당하고 있음. 유사표장 검색은 문자상표와 매우

대한 대출의 결과로 저작권자에게 미친 경제적 손실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저작물 복제물의

유사하거나 음소적으로 동가인 스펠링을 찾아 줌.

공공 대출에 대한 사용료를 실제 대출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분배함.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
하였으며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음.

pseudonymous work
이명저작물

public order and morality

아호, 필명, 약칭, 별명, 예명 등 실명 이외의 호칭이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는 국가 또는 사회의 질서를 뜻하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적인 도덕관념을 뜻함. 특허법, 상표법에서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미국 특허심판원 [미국]

있음(특허법 제32조, 상표법 제34조).

미국특허상표청의 기관으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등록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 등을 수행함.

public performance
공연

PTDL(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저작물을 공중에게 무형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의 한 가지. 일반적으로, 사적 집단에 속하는 특정의

특허상표 전자도서관 [미국]

사람들에 한정하지 않는 청중이나 관중을 상대로 하는 저작물의 실연을 의미함. 공연은 보통 가정 내에서

대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미국 내 각 지역에 특허상표 전문도서관을 지정하여
USPTO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특허 및 상표 정보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하는 실연의 한계를 넘으며, 공연이나 공연물의 원격지 공개 전달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public transmission right
공중송신권

public domain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공중영역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한국은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발명, 상업 표장 등 제반 창작물의 지위나 상태.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 창작물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게 됨.

‘공중송신’을 신설함.

public use

public exhibition right

공연실시

전시권

특허사유를 판단하는 한 요소로 공연사용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미국 특허법 제102(b) 위반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공연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특허제품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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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publicly known

간행물, 발행, 공개

공지

(1) 간행물 : 기계적, 화학적,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공개성과 정보성을 갖는 문서, 도면 또는 사진

비밀, 노하우(know-how)등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지는 상황.

등의 정보전달매체. (2) 발행 : 복제와 배포를 포함하는 개념.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복제

노하우 등이 공지 되었을 경우는 누구든지 대가없이 무료로 당해 기술,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됨.

및 배포는 모두 발행에 포함. (3) 공개 : 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일반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publicly worked invention
publication of applications

공연히 실시된 발명

출원공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이 공공연하게 실시된 경우를 의미함. 즉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를 말함.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특허청장은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함.

publish
publication of registration

발행

등록공고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 배포하는 것.

등록확정된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하는 행위. 등록공고는 일반인에게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반인에게 일정기간 이의 / 취소신청을 인정하여 심사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punitive damages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제재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publication right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배상하게 하는 것.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PWL(Priority Watch List)

출판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판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우선감시대상국 [미국]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짐.

publicity right(right of publicity)

P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지재권 보호 미흡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을
발표함. PWL은 PFC와는 달리 미국 통상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USTR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체 분류임.

퍼블리시티권

PWL 지정은 통상법상의 의무적인 조사, 협상 및 보복조치를 위한 것이 아닌 해당국에 대한 주의환기

실재의 사람의 캐릭터, 또는 성명이나 초상을 비롯한 ‘총체적 인상’에 관한 경제적 권리. 본래 사람의

또는 경고를 주기 위한 조치임.

용모나 성명 등에 관한 권리는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었으나 인물의 캐릭터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상품
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측면에서 유명연예인 등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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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AODAN case

ratification

차오단 시리즈상표 사건 [중국]

추인

2016.12.8.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2.2.23. 미국 NBA 유명 농구스타인 마이클 조던이 차오단(喬丹)체육주식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법률행위.

유한회사가 다수의 상품류에 등록한“喬丹”,“QIAODAN” 등의 다수 상표에 대한 취소청구로 시작된 행정
소송 재심사건에서“喬丹”상표에 대해서는 조던의 성명권을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QIAODAN” 병음과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관련된 상표에 대해서는 성명권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함. 동 판결은 외국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

계속심사청구 [미국]

하게 보호한 영향력 있는 중요 판결로 간주되고 있음.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출원에 대하여 최종거절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 1999년 특허법 개정 시에 신설되어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
(37 C.F.R.§1.114).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 [미국]
미국에서 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

reasonable royalty

청구(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허락결정을 받은 후 등록 과정 중에 정보

합리적 로열티(실시료, 기술료)

공개 진술서(IDS)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이 해당 IDS를 검토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함.
cf) 계속심사청구(RCE)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액의 의미가 있음.

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기능

recogni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갖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기능.

손해액의 인정

quasi incompetent person

QR

상표권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침해에 의하여 손해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피한정후견인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를 말함. 피한정후견인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상표법 제110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음(특허법 제3조).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quasi tort

시정권고

준불법행위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주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특허청 고시인 ‘부정

피용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의 사용자는 현실로 불법

경쟁행위 방지업무 위급규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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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reconsideration by examiner before trial,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redress / remedy
구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심사전치

구제가 있음. 민사적 구제로는 ‘침해금지 등의 청구’, ‘임시조치’, ‘손해배상의 청구’, ‘법정손해배상청구’,

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와 관련

‘신용회복청구’, ‘침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으며, 형사적 구제로는 ‘침해죄’, ‘몰수’ 등이 있음.

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
된 출원서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는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

reduction to practice

청구제도를 시행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재심사청구하는 명세서등 보정서를

발명의 완성 / 구체화 [미국]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미국에서 발명을 누가 먼저 완성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발명의 과정
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단계를 말함. 발명의 완성은 사실상의 발명의 완성 (actual

reconstruction

reduction to practice)과 추정상의 발명의 완성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이 있음. 사실상의 발명의

재구성

완성은 물품의 물리적 구조나 방법의 절차가 발명이 의도한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함. 추정

물건을 재건 (rebuilding), 개조 (re-creating) 또는 재편성 (reorganizing) 하는 행위나 절차. 미국 특허 판례상

상의 발명의 완성일은 특허출원일을 말함.

으로는 망가지거나 훼손된 특허제품을 재구성 (reconstruction)하여 새로운 물품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특허의 침해로 판단함. 또한 특허품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교체 (replacement)하는 것은 허용가능한

reexamination

수리 (permissible repair)가 아니라 특허침해인 재구성 (infringing reconstruction)이 되는 것으로 봄. 특허

재심사

제품 중 특허되지 않은 소모품을 갈아 끼우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아닌 허용가능한 수리(repair)로 인정됨.

특허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record copy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종전의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봄. 또한, 출원인 외에 심사관 또한 특허

보존용 사본 / 기록원본

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직권

WIPO의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 의해 보존되는 PCT 국제출원의 원본(original copy).

재심사)할 수 있음.

Red Drink-Can Design case

reference cited

빨간캔음료 포장디자인 사건 [중국]

인용된 문헌

2018.8.16.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을 통해 광저우의약그룹유한회사와 자둬바오(加多寶)회사가 사건 관련

특허청구항에 특허성이 없는 경우 그 근거로서 심사관에 의하여 제출되는 선행기술과 관련된 문헌. 여기

‘빨간 캔 왕라오지(王老吉) 량차(涼茶)’ 포장디자인의 권리형성에 모두 중요한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두

회사가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공동으로 ‘빨간 캔 왕라오지(王老吉) 량차(涼茶)’

에는 국내특허, 특허출원공고, 해외특허, 비특허 문헌 등이 있음.

포장디자인의 권익을 보유한다고 결정함. 막대한 배상금액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reference view

중국 국내 음료브랜드 간 분쟁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제품의 역사적 발전과정, 과거 두 회사 간

참고도면

협력관계, 소비자의 인식 및 공평의 원칙 등을 근거로, 빨간 캔 량차(涼茶) 포장디자인의 권리를 두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중국 국내 브랜드 간 상생을 추구한 판결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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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inment / recusal

registration for public announcement

회피

예고등록

법관 스스로 제척(disqualification) 또는 기피(challenge)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것을 제3자에게 알리기

허가를 얻어 직무의 집행에서 탈퇴하는 것.

위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행하는 등록.

refund of patent fee

registration of a partially-examined design

특허료의 반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수수료를 과오로 많이 낸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6호). 디자인 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형식적 또는 방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regional patent

부여하며 권리의 유무효는 등록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상급기관(심판원 또는 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지역특허

제도임. 디자인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허여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간 기구가 부여하는 특허.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OAPI, ARIPO), 유럽특허청(EPO) 등에서 부여하는 특허를 말함.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심사의 대상임.

registration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register

포괄위임등록

등록원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해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안에 대하여 미리 위임을 하고 이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예고등록 또는 신탁 등 소정의 사항을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의 존재 및 권리관계의 변동을 공시하기 위해 특허청에 비치된 공부.

registered title holder
등록명의인
등록원부 상에 권리자로 된 사람.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범위 안에서는 개개의 절차마다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

registration of renewal / renewal registration of duration
갱신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해 상표권 존속기간이 갱신되는 것.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다시 10년간씩 갱신등록 할 수 있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상표법 제84조).

registration
등기 / 등록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등록)부에 권리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그 자체를
의미함.

reissue
재발행 [미국]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 불가능하거나 무효인 특허를 정정하기 위하여, 또는 기만적인 의도 없이 착오에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right
설정등록

의하여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적절하게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를 보정할 수 있는 제도. 등록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재발행 신청은 최초 특허명세서 내용 내에서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등의 나라에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며,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등록을 설정등록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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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ion

renewal of dur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거절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출원된 산업재산권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심사관이 취하는 행정행위.

(상표)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출원 시 수수료에는 최초 10년분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권리자는 개별 지정국에서 갱신을 위해

related application

등록결정일자에 상관없이 국제등록일부터 10년 후 갱신료를 납부하여야 함. (디자인) 국제등록은 최초

관련출원

5년간 효력을 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으로 2번 갱신가능. 이에 따라 협정에

동일 발명자, 일부 일치하는 발명자 또는 발명자 그룹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주체에 관련된
특허출원.

related design system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관련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과 선원주의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01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기존의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제도가 도입됨.

의한 보호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5년이고,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15년을 초과하는 보호의
존속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국제등록은 보호의 총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5년 단위로 추가 갱신이 가능.

rental right / right to distribute by rent
대여권
저작물이나 음반의 복제물이 영리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인정
되는 권리.

renunciation

relevant witness

포기

참고인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서 지정국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 포기된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 받은 제3자.

지정국이라도 다시 사후지정될 수 있음.

replacement / change of agent

remand

대리인의 변경

환송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

remark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

replacement

의견 [미국]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표시하는 의견.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의견서는 ‘written argument’, ‘opinion’임.

대체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지정국 내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함과
동시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도 국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본인의 국내 선등록상표를 대체함.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대체되는

renewal fee

지정국 내 본인의 선등록상표는 병존함.

갱신수수료
상표를 갱신등록 하는데 있어 특허청에 내야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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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brief

그 밖의 방법 등을 들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음.

답변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어서 제출하는 서면.

request for an expert opinion

답변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감정촉탁서
국가기관과 감정인과의 사법계약에 의해 국가기관이 감정인에게 감정의견을 의뢰하는 서면.

representation activities
대리행위

request for examination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행함.

심사청구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실체심사의 개시를 구하는 의사표시.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쌍방대리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3년 이내에 할 수 있음.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침해금지청구

representation of lawsuit
소송대리

침해금지청구(petition for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참조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함.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의 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request for investigation of public use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공연한 실시의 증거조사 신청 절차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석명하기

representative

위한 증거조사의 신청 절차.

대표자, 대리인
2인 이상이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복수당사자 각자는 본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request to make an indication to prevent the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음. 대리인은 ‘agent’ 참조.

혼동방지표시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reproducibility

다른 정당한 상표 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재현성 / 반복가능성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상표법 제99조 제3항).

발명이 일정한 확실성을 갖고 동일한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말함.

requirement for setting up against third party

reproduction right

제3자 대항요건

복제권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건. 대항요건은 그 요건을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복제는 저작물의
가장 전형적인 이용형태로 복제의 유형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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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restriction

restoration of patent application

한정요구 [미국]

특허출원의 회복

미국 특허법에서 심사관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독립된 별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경우 청구항을 2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의 경우 1출원 1발명의 요건(특허법 제45조)이 이에 해당함.

출원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특허법 제67조의3).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restoration of right

균등침해의 요건

복권

특허권의 균등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② 다른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

것으로 치환을 해도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③ 그러한 치환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치환할 수 있을 것, ④ 침해품이 특허발명

restriction of claim

출원시 공지된 기술에 해당 할 것, ⑤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 침해품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

청구범위 감축

되었을 것의 요건이 요구됨. ①~③을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이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④,
⑤는 균등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입증하여야 함.

res judicata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줄이는 것.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 택일적 기재요소의 삭제 또는
상위개념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의미.

resumption

기판력

승계

일단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

re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
무효가 될 수 있는 합리적 개연성 [미국]

권리의 내용은 변동 없이 그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함.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침(특허법 제18조). 특허출원 전에 이루
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R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함(특허법 제38조).

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 IPR의 대상이 된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인정될 때 절차가 개시될

retrial

수 있음. 등록 후 무효심판(PGR)의 경우에는 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합리적 개연성외에 더 나아가 무효일

재심

가능성이 더 높은 가능성(more likely than not)까지 요구됨.

responsibility for results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심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에 결함이 있는
것을 간과한 경우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긴급의 불복신청
방법.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 관련 사항(민사소송법 제 451조 및 제453조)이 준용됨.

결과책임
행위의 과정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결과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라는

retroacted date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과 같음.

소급일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출원일 등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때에 실제 출원일이 아닌 이전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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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출원된 것으로 소급시켜 주는 날짜를 의미함.

社가 ‘Unicorn Latte’라는 음료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 후 Starbucks社가 ‘Unicorn Frappuccino’라는 제품명
으로 음료를 출시하여 대규모 마케팅에 나서자 The End Brooklyn社가 역혼동을 주장하며 Starbucks社를

retroactive effect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소급효
법률 또는 법률 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

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역균등론

retroactivity of amendment

특허권 침해자의 방어 논리 중의 하나. 비록 제소된 장치가 특허청구항의 문언상 침해일지라도 제소된

보정의 소급효

장치나 공정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특허발명의 기능을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비침해가

특허법은 출원보정을 허용하고 보정의 효과는 최초출원 시로 소급하도록 하고 있음.

retroactivity of invalidity
무효의 소급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 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함. 다만, 무효
사유 중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멸함.

reverse engineering
역분석
제품을 분해하여 해석ㆍ평가함으로써 그 구조, 재질, 성분, 제법 등 그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
하는 행위.

reverse payment settlements / pay-for-delay settlement

return

역지급합의

반려처분
서류 따위를 제출한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는 처분.

의약분야에서 의약품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제네릭 제약
회사와 특허권자가 소송 중에 체결하는 합의로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회사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금원, 특허권 이용허락, 독점판매권 등)을 제공하기로

reverse / quash

하는 합의를 의미함.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reverse payment agreement” 등 다른 명칭으로도 불림.

(판결의) 파기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소법원이 이를 파기하는 것.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새로이 재판하여야 하는데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함.

R

revival of abandoned application
포기출원의 회복 [미국]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면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봄. 그러나 예상
하지 못한 사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reverse confusion

특허상표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역혼동
상표권자 내지 선행 상표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선행 상표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후행 상표
사용자로 오인ㆍ혼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보통은 후발 사용자가 선발 사용자보다 규모가 크고 더 잘
알려진 경우가 많음. 이 경우 후발 사용자의 상표에 친숙한 소비자들은 후발 사용자가 선발 사용자와
동일하거나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함. 2017년 1월 미국의 The End Brook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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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holder

right to indicate author’s name

권리자

성명표시권

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이 이에 속함.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이나 이명(異名)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right of action
소권

right to the integrity

소를 제기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right of portrait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상권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는 저작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음.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의 사진이나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됨. 일반적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으로 돈을 지급하고 촬영하는 경우, 분명한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것으로 봄.

권리관리정보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right side view

정보, 저작물 등의 이용방법이나 조건에 관한 정보를 말함.

우측면도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정면의 우측에서 보이는 면.

RO(Receiving Office)
수리관청

right to broadcast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 수리관청의 주요업무는 국제출원

방송권

서류 및 수수료의 수리, 방식심사, 보완 및 보정절차 수행, 국제 출원일 인정,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또는 기호ㆍ음ㆍ영상의 무선송신을 수단으로 하여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와 방송된 저작물을 원래의 방송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유선 또는 재방송에 의해 공중에 전달하는

R

기관에 국제출원서류의 송달 등을 수행함.

것과, 방송된 저작물을 확성기 또는 기호, 음, 영상을 전하는 기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

ROD(Record Of Discussion)

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허가권을 말함.

합의의사록
자체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식문서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조약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합의를

right to claim to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리키는 것으로 의정서(protocol)라고도 불리며, 국제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조약의 범위에 포함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royalty stacking

권리. 특허법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가

로열티 스택킹

적용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하여 침해자의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하나의 제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특허

있고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3년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권마다 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실시료 지급의 부담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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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ing

S

판결
court decision 참조.

running royalty
경상 로열티(실시료, 기술료)

S.Ct(Supreme Court Reporter)

라이선스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일정한 비율과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지 [미국]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방법.

West Publishing Company가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발간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지. 1790년부터 현재
까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수록하고 있음.

sample / specimen
견본
전체 상품의 품질이나 상태 따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보이는 물건 또는 디자인을 말함. 디자인
출원시 도면을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Sandman vs Panasonic UK & Matsushita case
공동불법행위 특허침해여부 사건 [유럽]
1998년 1월 21일 영국고등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영국내 자회사에 의한 특허 침해에
대해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공동 침해 책임을 가지는 지 여부에 대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회사 운영
및 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없고,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와 협력하여 특허 침해를 행한 사실이 있어야 함. 즉,
법원은 외국의 모회사가 영국에서만 사용되는 장비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특허침해 물품을 영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외국의 모회사와 영국의 자회사가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외국의 모회사를 영국의
자회사와 함께 공동 침해자로 인정함.

Sanofi vs Actavis case
사노피 의약품 SPC(추가보호증명) 사건 [유럽]
2013년 12월 12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의약품 시판허가결정에 대한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특허권자가 유효성분을 보호하는 기초 특허 및 해당 단일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 시판 허가에 근거
하여, 그 유효성분 및 유효성분의 조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추가보호증명 / 한국의 의약품관련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와 유사)를 이미
획득하였다면, 다른 유효성분이 조합된 연속적인 의약품(코아프로벨) 시판 허가에 근거하여, 두 번째
SPC를 획득하는 것은 EU규정(Regulation) 제3조(c)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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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carecrow patent

secondary meaning

허수아비 특허

2차적 의미

특허권자가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잠재적으로 무효이거나 광범위한 특허를 말함.

어떤 상표가 특정 상품에 장기간 사용됨으로써 특정 상품의 출처로서 인식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크리스찬 루부탱의 빨간색 구두 밑창(red sole)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scientific name

한 브랜드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온 결과 2차적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결한 바 있음(Christian Louboutin

학명

S.A. v. Yves Saint Laurent America Holing, Inc. 696 F.3d 206 (2012)). cf) 사용에 의한 식별력(acquired

생물종을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표준화된 국제명칭.

scientific principle
과학 원리
실험과 재현가능성으로 입증되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하며, 이러한 과학적 원리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scope of amendment
보정범위
특허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범위. 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또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으나, 최후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거나 재심사 청구 시에는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등 보정의 제한이 있음.

distinctiveness)

secondary references
보조자료 [미국]
미국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 있어 청구된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주된 자료
(primary reference) 이외에, 청구된 디자인과 같은 시각적 인상을 만들기 위해 주된 자료를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2차적 자료를 말함.

secret design
비밀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을 말함. cf)비밀디자인등록출원(application for secret design registration)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second examination

미국 관세법 제337조 [미국]

2차 심사 [미국]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불공정

상표 사용진술서에 관한 심사를 말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 심사관은 상표 견본이 상표로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상표 견본과 상표 사용진술서에 나타난 상품, 서비스 등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함. cf) 사용진술서(statement of use)

무역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

S

sectional view
단면도

secondary considerations
2차적 고려요소

물체를 평면으로 잘랐다고 가정하여 그 내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

비기술적 사항을 고려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Graham v. John Deere Co, 383 U. S. 1 (1966)

Seed Industry Act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비기술적 사항인 상업적 성공, 산업적 찬사 및 예상 밖의 결과, 모방, 산업적

종자산업법

회의론, 기술이전, 장기간 미해결된 요구 등의 증거를 참조하여 비자명성을 판단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임업 생산의 안정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종자산업법에서 종자특허의 출원·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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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제정되어 식물신품종 특허 관련 절차를 규정함.

계약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는 멀리 떨어진 상대방에게 해당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예를 들어, 서신을 우체통에 넣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을 말함. cf) 도달주의

seized objects

(principle of arrival), 요지주의(acknowledgement theory)

압류물
법원의 강제처분에 의해 사실상 처분이 금지된 물품.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표준필수특허

selection invention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선택발명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를 말함.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화학 발명, 의약 발명 등에서 선행 또는 공지된 발명에는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표현된 발명으로, 공지된 발명에 직접적
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의 일부분으로 선택한 발명을 말함.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를 부여함. cf) FRAND license

sequence listing
서열목록

self-collision

DNA나 RNA를 구성하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과 기타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한 것을 말함.

자기저촉 / 자기충돌
동일한 출원인이 여러 개의 출원을 한 경우에, 후출원이 자신의 선출원 및 출원공개에 의해 신규성이

series marks

상실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리즈상표
상표의 실질적인 부분은 유사하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 다르게 표현된 상표를 말함. 예를 들어 ‘쿠션

self-designation

화장품’ 관련 시리즈상표는 AIR- CUSHION, K-CUSHION, CC-CUSHION를 들 수 있음.

자기지정
PCT 국제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당해 선출원이 출원되어 있는 국가를 지정국으로 포함하여 출원

service by notification

하는 것. 디자인에서 ‘자기지정’은 우선권주장과는 상관없이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면서 출원인(한국)이

공시송달

자국출원 없이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의 하나로 자국(한국)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분명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방법.

S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right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service mark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서비스표

설계도면의 창작자가 해당 반도체 배치설계를 등록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함. 반도체

서비스업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를 의미함. 2016년 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법인 ‘반도체집적회로의

상표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함.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보호함.

set of six views
sending theory / dispatch theory / mail-box theory

육면도

발신주의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로 이루어진 한 묶음의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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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함. 2010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면도와 사시도의 제출의무가 폐지됨.

shrink-wrap license
쉬링크랩 라이선스

settlement

CD롬 등으로 제작ㆍ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포장의 겉면에 계약조건이

화해

인쇄되어 있거나 또는 동봉되어 있는데 이러한 포장(wrap)의 개봉으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양 당사자간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멈출 것을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를 말함.

간주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말함.

shape

side view

형상

측면도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여, 글자체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함.

사물을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린 그림.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있음.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of the relevant article

significant effect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현저한 효과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또는 물품의 호환성 등을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결합발명이나 선택발명에 있어서 해당 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해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등을 말함(디자인 보호법 제34조 제4호).

이미 알려진 효과보다 현저하게 상승된 효과를 갖거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예를 들어 규격봉투, USB 규격포트 등을 들 수 있음.

경우를 말함. cf) 상승효과(synergism)

Shared-battery case

similar group code

공유보조배터리 특허분쟁사건 [중국]

유사군코드

2018.12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심천 라이디엔이 심천 지에디엔을 특허침해로 기소한 공유 보조배터리 분야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특허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 판결은 제품 유사도가 높고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았던 중국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공유 충전배터리 업계 재편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미리 핵심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고 축적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similarity

S

유사성

Sherman Act

대비되는 양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자만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면에서 비슷하여

셔먼법 [미국]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미국의 독점금지 법원(法源) 중 하나로,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890년 제정된 법률.

similarity of design
shop right

디자인의 유사

무상의 비배타적 실시권

2개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표현된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

직무발명에 있어 사용자가 대가없이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발명을 임무로 고용되지 않은 일반

성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종업원이라도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자금 등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해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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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of goods

일반적인 구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대법원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상품의 유사

edge”은 고유한 식별력을 가진 슬로건으로 인정하여 상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07.11.29.

2개의 상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래사회에서 소비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품질ㆍ형상 등 속성이 유사하거나 생산ㆍ판매ㆍ수요자 범위 등 거래실정이 일치하는 것을 말함.

선고 2005후2793판결).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small business / small entity

similarity of marks

중소기업

상표의 유사

규모가 작은 사업장.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배제함.

SMART3(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imple and readily available mark

한국, 미국,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개별특허의 우수성을 특허명세서·서지정보·행정정보 등으로부터

간단하고 흔한 표장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등급 평가 서비스. 기업들이 특허유지비

표장이 간단하고 흔해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말함. 예를 들어 ‘ab’, ‘가’와 같이 1자의 한글로 구성된 표장,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기 대상 특허 및 핵심특허 선별을 위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도구로써 활용중이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 중.

smell depletion rule
냄새고갈이론

single means claim

냄새상표의 상표로서의 기능을 부정하는 이론적 배경을 말함.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는 극히 제한

단일수단 청구항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표 등록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냄새의 고갈이 가능하다면 산업에서의

청구항에서 발명의 기능과 수단이 결합하여 구별되지 않는 청구항. 발명자가 제한된 실시예를 가지고,
청구범위는 모든 생각 가능한 수단을 청구하고 있어 실시가능 요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인 청구항.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

예를 들어 “전자장의 동기력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부호, 문자를 전송하는 수단”이라고 작성된 청구항은

smell mark / olfactory mark / scent mark

단일수단 청구항으로 무효가 됨.

냄새상표

S

비전형상표로서 사람의 후각 기관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장. 2012년 상표법 개정에서 냄새

SITP(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Plan)
정보기술전략계획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5개년 단위의 정보화 전략계획.

상표를 상표의 종류 중 하나로 인정함.

SNQP(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 [미국]

slogan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절차의 개시 요건으로, 결정계 재심사에서 고려되는 인용문헌이

슬로건

당해 특허의 심사과정에서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결정계 재심사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또는 문장. 단, 슬로건이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자유사용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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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application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됨. 특별손해

단독출원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예견가능성이 인정

출원인이 한 사람인 때 그 발명이 출원된 경우 단독출원이라 하며, 공동출원에 대비되는 개념임. cf) 공동
출원(joint application)

되어야 함.

specialized agency / specialized institution

sole-non-exclusive license

전문기관

독점적 통상실시권

특허·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 분류, 상표 검색·분류 등을

통상실시권 계약에서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권리.

의뢰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관을 말함.

specification / description

sound mark

명세서

소리상표

발명자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 내용을 작성한 문서. 명세서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2012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됨.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함.

specimen of trademark

source indicator

상표 견본

출처표시
상품이 유래한 지역·기업 등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 오늘날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동일한 상표는 동일한
출처에서 나와 같은 판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함.

등록 받으려는 상표명 또는 상표 이미지 등을 표기한 것. 출원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상표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음.

SPLT(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ource of goods

특허실체법조약

상품의 출처
어떤 상품의 제조 또는 유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표지 것을 말함.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표지로서의 역할을 함.

2000년 6월 WIPO가 채택한 특허실체법 통일을 위한 조약. 특허대상, 특허요건, 선행기술의 정의, 유예기간,
명세서 기재사항, 보정, 정정, 무효 및 취소사유와 같은 실체법 사항을 다루고 있음. 2005년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중단됨.

special 301 report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태로 통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함.

SSO(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표준화기구
표준의 개발, 설정 및 보급 등의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등이 있음

special damages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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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taff attorney

(상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이유가 없어 바로 출원공고되고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아 등록결정을

상근변호사 [미국]

하는 경우 WIPO에 통지하는 서류. (디자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의 경우에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이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소속된 재판 보조 인력으로, 상근변호사는 사건의 일정이 정해지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각종 신청에 대한 검토·조사를 하거나 정형적 사건에 대한 가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지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함.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provisional refusal
가거절통지서가 통보된 경우의 보호부여기술서

standard characters

국제상표 지정국관청 심사에서 가거절통지 후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어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WIPO에

표준문자

통지하는 문서

출원서 작성에 사용하는 정해진 문자 모양 또는 서식. 예를 들어 미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흰색바탕에
검은 글씨로 작성되어야 하고, 상표에 사용되는 철자는 라틴문자, 숫자는 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statement of use

기재되어야 하며, 디자인적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됨.

사용진술서 [미국]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standing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출원(intent to use)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문서를 말함.

당사자적격
특정의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statute law

피고적격과 원고적격이 있음.

제정법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 판례법 중심의 보통법(common law)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률의 공정한 집행과

staple article

적용을 위해 의회 입법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함.

범용 물품
나사, 전구 등과 같이 시중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청구된 발명을 구성하는 것 중 실질적으로 침해를 구성

statute of limitations

하지 않는 일반적 제품을 말함.

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starting material
출발물질

statute of monopolies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생산에 있어 해당 의약품 구조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원료 또는 중간재를 의미함.

전매조례

S

1623년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성문특허법.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 근대 특허법의

statement for oral hearing

기초가 됨. 전매조례는 선발명주의 원칙으로 최초의 발명에 대해 14년간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였으며,

구술심리진술요지서

공익에 위배되는 특허는 인정하지 않음.

당사자가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것.

statute of repose / period of exclusion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제척기간

보호부여기술서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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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시효는 중단이 있으면 그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음. cf) 소멸시효(statute of

재판 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함.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서 당사자계

limitations)

재심사(Inter Partes Review)를 진행하는 경우,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IPR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해당 무효 소송은 중지됨.

statutory damages
법정손해배상

stenographic records

실손해 배상의 원칙하에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미국법상의 손해배상제도. 한·미

속기록

FTA 타결로 2011년 개정 상표법(제111조)와 저작권법(제125조의2)에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도입됨.

남의 말을 빨리 옮겨 적기 위해 특별한 부호를 사용한 기록.

statutory disclaimer

STLT(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

법정권리 포기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에 무효인 청구항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개정 상표법조약(T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위하여 자발적으로 전체 청구항 또는 무효인 일부 청구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함. cf) 권리불

상표 등록출원 절차의 통일화·간소화를 목적으로 함. STLT에 따라 조약에 의해 냄새 등과 같은 비전형

요구 / 포기(disclaimer)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인터넷·통신 등 전자적 전송수단을 공식 전송수단으로 인정하게 됨.
한국은 2016년 7월 1일 동 조약에 가입함.

statutory license
법정허락

STONELION CAPITAL-LION CAPITAL case

저작권법상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저작권자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스톤라이온캐피탈파트너스-라이온캐피탈엘엘피 사건 [미국]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이여서 그 허락을 받아 이용하기가 어려운

2014년 3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등록사건에 대한 판결. 투자업종에 있는 업체 STONE LION

경우 또는 저작물의 이용이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

CAPITAL의 상표 등록에 관한 사건으로, 상기 상표 등록신청이 특허청 상표 심의 및 항소위원회에서
동종업체의 기존 LION CAPITAL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유발을 근거로 거절되었으며, 2심에서는 상표의

statutory period

외관 유사성, 발음소리, 의미, 상업적 효과, 해당 상표 관련 사업채널의 공유성 및 사용자층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간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 사례임.

법에 정해진 기간을 말함. 예를 들어 한국 특허법상 특허심사 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음.

S

storing mark
저장상표

statutory subject matter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말하며,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법정 특허 보호대상 [미국]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조방법, 기계, 제조물 및 조성물을 말함.

storyboard

stay of proceedings

스토리보드

소송중지 [미국]

영화나 TV광고,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이야기의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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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971

특허의 성립을 보류하다가 시장에서 상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 갑자기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권침해

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허괴물(Patent troll)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기술 분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WIPO 주도로 1971년 체결되어 1975년 발효된
국제조약. 동 협정에서 정해진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기술 정보의 정리, 검색 및 배포에 사용됨. 한국은
동 협정에 1999년 10월 8일 가입함. cf) 국제특허분류(IPC)

또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의 원조로 설명되고 있음.

subordinate concept
하위개념

Strategic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

genus-species(속-종 관계) 참조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

sub-representative / common representative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5월 내각에 설치됨.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맡음.

복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하고 직접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함. 예를 들어, 본인 A가 선임한 대리인

strong patent

B가 있고, B는 복대리인 C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C의 대리행위는 본인 A에게 귀속함.

강한 특허
해당 특허의 활용도가 높고, 무효 또는 회피하기가 어려운 특허.

subrogation
대위

stylized mark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함.

스타일을 입힌 상표
일반 문자상표에 색상, 로고, 그림 등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만들어진 식별력을 갖춘 상표를 말함.

subsequent application / later filing application
후출원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search
국제조사의 대상

선출원과 대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선출원에 비해 출원일이 늦은 출원을 의미함.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행하여짐. 명세서 및 도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절차의 추후보완

S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재심의 청구기간을

sub-license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하게 하는

재실시권

것을 말함.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는 것을 말함.

subsequent designation

submarine patent

사후지정

잠수함특허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 국제출원에 있어 국제등록의 효력을 나중에 가입한 체약국에 까지 확장하기

미국에서 계속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록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는 특허를 말함. 잠수함특허는 출원인이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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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만에 대한 사후지정이 가능하며,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히 분할하여 특정 체약당사자를 대상으로

대체란 출원 또는 출원 서류를 보정 등의 이유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선서(oath) 또는 선언(declaration)의

한 여러 건의 사후지정도 가능함.

기재가 불비하여 새로운 선서 또는 선언의 제출을 행하는 경우, 명세서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관의 서류철에서 특허사본이 분실된 경우 등에 대체가 이루어짐.

substance patent
물질특허

substitute application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질에 특허를 부여한 것을 말함. 일반적인 화학물질 이외에도

대체출원 [미국]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미국 특허출원 형태 중 하나의 종류로, 원래출원이 취하된 후 그 출원의 본질내용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함. 대체출원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이 없음. 선발명주의 하에서 운용되던 제도.

substantial change of claim
특허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successor

특허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특허

승계인 / 상속인

청구범위, 성질 등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함. 정정청구에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계약 또는 상속을 통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말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청구범위 감축이나

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특허 출원 후 권리를 양도받을 경우에는 출원인

오기의 정정은 허용이 됨.

변경신고를 해야 함.

substantial similarity

suggestive mark

실질적 유사성

암시적 상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침해를 주장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기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데 불과한 상표로써, 기술적 상표

하는 자(원고)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침해자의 저작물이 원고의

(descriptive mark)는 등록받을 수 없는데 반해 암시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음.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하였을 것(의거성), 침해자의 저작물과 원고의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실질적 유사성)이 요구됨.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sui generis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자유사성

독특한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도 감안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06라503 결정).

substantive amendment
실체보정
특허 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을 말함.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경우 출원인이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절차보정과 구분됨.

S

summary judgment
약식재판 [미국]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어 법률문제만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서면으로 판결하는 간이 소송절차를 말함.

superordinate concept

substitute

상위개념

대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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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examination

surface ornamentation

보충심사 [미국]

표면장식

특허권자가 특허권 등록 이후에도 자신의 특허와 관련 있는 정보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하여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는 장식.

추가적인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특허권자는 보충심사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미제출에 따른 흠결을 특허등록 후 침해소송 개시 전에 치유할 수 있음.

supplemental portion

suspension of procedures
절차의 중지
특허청의 입장에서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수적 부분 / 부기적 부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말함. 절차가

상표를 구성하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을 말하며, 이러한 부수적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됨. 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차의 중단과

부분은 상표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분되는 개념. cf) 절차의 중단(interruption of a procedure)

supplemental register

swearing behind

보조등록부 [미국]

소급선언 [미국]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로서 등록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사용에 의해 2차적 식별력을 취득할 수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을 극복하기 위해, 그 문헌의 공개일 이전에 특허

있는 문자, 기호, 트레이드드레스, 제품의 모양이나 슬로건 등을 출원등록하는 것을 말함.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약서에 의해 진술하는 것.

suppression of invention

symbol mark

발명의 은폐 [미국]

심볼마크

미국에서 어떤 발명가가 고의로 발명을 숨기거나, 발명 후 적절한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명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디자인된 이미지를 말함.

공지되지 않게 하는 경우를 말함.

synergism
supremacy clause

상승효과

최고법 규정 / 우월성 조항 [미국]

결합발명에 있어서 발명을 구성하는 개별기술 효과의 합이 각 부분들의 단순결합으로 일어나는 효과의

미국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정한 미국 헌법 제6조를 말함. 연방법과 주법 간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개념.

충돌이 발생하거나, 주법에 의해 연방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방해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함.

surcharge
체납요금
특허 연차료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추가요금.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한 추가납부기간
(6개월)동안 1달마다 3%씩 정상요금에서 가산됨.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도록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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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echnical advisor

T

전문심리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

3D modeling

technical examiner

3D 모델링

기술심리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가상의 3차원 공간 속에 재현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과정. 가상

법관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한 직책.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공간의 3차원 모델을 통해 실세계의 물체를 묘사하거나 가상환경 속에서 물체의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음.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건축, 디자인 설계 등 여러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며, 디자인 출원시

할 수 있음(법원조직법 제54조의2).

도면을 3차원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

technical explanatory session
takeover of procedure

기술설명회

절차수계

법원이 기술적 쟁점을 심리하기 위해 변론기일에 앞서 당사자 및 기술전문가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절차의 중단을 끝내는 당사자의 행위.

모형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회의.

tarnishment

technical idea

손상

기술적 사상

상표 희석화의 한 유형으로, 상표가 가지는 품질보증 기능 즉, 신용을 침해하여 해당 상표의 명성을 떨어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의 요건 중 하나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개념(사상)이

뜨리는 행위를 말함.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 내지 반복가능성을 갖춘 수단(기술)으로 나타난 것을 말함.

teach away

technical or business idea

선행기술에 반대되는 교시

기술적, 영업상의 아이디어

진보성 판단시 고려되어야할 요소로서, 선행기술문헌이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출원발명에 이르지

특허성과는 별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상 아이디어를 총칭. 아직 지재권으로 등록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이 출원발명과 유사하더라도 그 선행기술

못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등을 통해 취득하고 보상없이 독자적으로

문헌에 의해 당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사업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적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상표 전자출원시스템 [미국]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TEAS를 통해 출원서, 보정서, 사용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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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relief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잠정구제조치

상표 전자검색 시스템 [미국]

미국 관세법 제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위반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임시구제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출원·등록된 모든 상표의 검색을 위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행위로 인해 미국 경제 환경 및 미국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피해 구제를 요하는 경우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 기간 동안 임시로 피해 물품의 수입

testimony

배제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증언

temporary reproduction

증인이 재판에 출두하여 구술로 행하는 진술.

일시적 복제

texture mark / touch mark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디지털 기기의 램(RAM) 등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현상을

촉각상표

말하며,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함.

Tencent sound-mark case
텐센트 소리상표 인정사건 [중국]

2018.10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최종심 판결에서 텐센트가 신청한 didididididi(嘀嘀嘀嘀嘀嘀) 소리

상표의 현저성을 인정하고 등록을 허용함. 업계에서는 QQ 메시지 알림음 상표사건은 중국 상표법 분야의

첫 소리상표사건으로서 사건의 심리결과는 소리상표의 현저성 판단에 대해 많은 참고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물품 표면이 특정한 구조나 질감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표면을 만져본 느낌으로 상표의 출처를 인식
할 수 있는 상표.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폭행죄, 과실치상죄가 이에 해당함.

The Voice of China case

term of protection

보이스오브차이나 사건 [중국]

존속기간

2017.5.24. 저장성 탕더(唐德)TV가 2016년 6월에 상하이 찬싱(燦星)미디어사와 베이징 스지리량(世紀麗亮)사에

duration(존속기간) 참조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공개심리를 진행하였으며,

terminal disclaimer

해당 사건은 주로 <中國好聲音> 관련 상표 및 프로그램 명칭의 권리귀속 등의 문제와 관련되고, 탕더TV는
해당 사건에서 양 피고에게 5.1억 위안의 손해배상을 주장함. 오랜 “수입모델” 종합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존속기간 포기서 [미국]

“中國好聲音”은 중국에서 후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고, 2016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

미국에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중특허(doble patenting)로 인해, 동일발명에 대한 후행 특허의 존속기간이

불거진 이후 즉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며,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과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결과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행특허가 선출원 또는 선특허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기대되고 있음.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요한

갖도록 후행특허의 존속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자 제출하는 문서. cf)이중특허(double patenting)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임.

termination

theatrical work

소멸 / 종료

연극저작물

권리관계가 목적물의 멸실, 법정사유, 계약관계의 종료 등에 의해 효력이 없어지는 것.

몸짓이나 동작에 의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저작물. 연극저작물에는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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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됨.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특정 매체나 방법에 고정(fixation)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TLT(Trademark Law Treaty)

초기에 베른협약에서는 안무가 무용 등의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스톡홀름

상표법 조약

개정 협약에 의해 가맹국의 국내법 규정에 일임함.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극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고정
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저작권법은 고정화가 연극저작물의 성립요건임.

three-dimensional mark
입체상표

WIPO 주도로 상표권에 대한 보호범위와 내용 등 각국의 상표법에 규정된 실체적 내용을 통일화하고자
추진된 조약. 그러나 실체적인 내용상의 상표법 통일화는 각국의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단지 다류출원제도 등과 같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에 있어서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담아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1996년 발효됨. 한국은 이 조약에 2003년 2월 25일
가입함.

3차원적인 입체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의미함. 한국은 1997년 상표법 개정에서 입체상표를 도입함.
예를 들어 코카콜라병을 들 수 있음.

TM5(Trade Mark 5)
상표분야 선진5개국 협의체

three-step test

전 세계 상표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5개국의 상표 협의체.

3단계 테스트
저작권자의 권리의 제한 또는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된 한계를 말함.

TMEP(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베른협약은 ‘첫째, 복제권의 제한이나 예외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져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

상표심사지침 [미국]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3단계 테스트 기준을 회원국의 개별 입법으로 위임함.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search
국제조사기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나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지침.

token use
명목상 사용 [미국]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PCT 조약 제17조(2)(a)의 부작성선언서의 작성기간을 말하며, 국제조사기간은 국제
조사기관이 조사용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으로 함.
cf)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선언서(declaration of non-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earch report)

title of work

미국 상표법상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상업적 사용(the ordinary course of trade)을 요구
하는데, 실질적인 상업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및 상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TPMs(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물의 제호

T

기술적 보호조치

책이나 신문 따위의 제목.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저작인격권으로서 제호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함.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함. 저작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침해 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들에는 암호화, 시리얼번호 복사 관리 시스템(SCMS),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서명 등이 있음.

기술이전 전담사무소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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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dress

trademark against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 scandalous trademark

트레이드 드레스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상표

보통 상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전통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되는 포장지 또는 용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상품과 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상품자체의 디자인·모양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상으로 보고 있음.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함(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trade name / business name

trademark composed of a trade name / business name

상호

상호상표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상호(trade name)를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춰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함

trade secret

trademark owner

영업비밀

상표권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상표를 등록받은 사람.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영업비밀보호제도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건전

traditional knowledge

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 및 경영정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연구·개발

전통지식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부경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인정함.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지역문화와 환경에 순응하면서 얻어낸 경험을 오랜 시간동안 발전시켜온 지적
활동의 산물을 총 망라하는 개념. 전통지식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기존의 지식재산권과는 구분되며, 구전에

trademark

의해 전승되는 것이 많아 명확한 소유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WIPO는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상표

관한 정부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의 전통지식 보호에 관하여 논의함. cf) WIPO 유전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표장. 여기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소리 등으로 구성
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

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WIPO l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traditional medicine

Trademark Act

전통의학

상표법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정착된 의학 분야를 말하며,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유지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사용되는 전통적 의료 기술, 신앙, 경험에 관한 지식의 총체를 말함.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49년 11월 28일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법률. 상품등록요건,
출원, 심사, 등록, 상표권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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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right

있어 형태적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디자인을 의미함.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 의자의

권리의 이전 / 양도

외관 디자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동적디자인은 출원시 변화 전후 상태의 도면을 도시하고 디자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나 특허 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말함. 권리이전은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일반승계),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설명란에 변화 전후 상태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함.

transitional measure / transitional provision
경과조치

transfer of technology
기술이전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질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과도적 조치를 말함.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transition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연결부
영문 특허 청구항 작성의 형식에서 전제부(preamble)와 본문(body)을 연결하는 부분. 주로 “포함하는

transformation of work

(comprising)”, “구성되는(consisting of)”, “필수적으로 구성하는(consisting essentially of)”가 대표적으로

저작물의 변형

사용됨. cf) 포함하는(comprising), 구성되는(consisting of), 필수적으로 구성하는(consisting essentially of)

저작물의 변형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원저작물이 표현되고 있는 형태와 다른 형태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회화를 판화나 조각으로 재현하거나,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을 사진저작물로

translation for national phase

재현하는 것을 들 수 있음.

국내단계용 번역문
PCT 국제출원에 있어 서류를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한 문서. PCT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은 국제출원이

transformation

국내단계(national phase)에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출원인은 국제출원 서류의 번역문을 31개월 이내에

재출원 / 전환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의 지정관청에 제출해야 함.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국제등록된 상표가 집중공격(central attack) 등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외국의
의정서 폐기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당해 국제등록을 그 지정상품의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ruling

범위 내에서 각 지정국의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단, 재출원의 출원일은 원래의 국제

결정등본의 송달

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됨. 상표법에서는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을 재출원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결정사실을 알리기 위해 당해 기관이 법률이 정한

상표법 제205조 내지 제20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cf) 집중공격(central attack)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행위.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이 있음. cf) 교부송달
(personal service), 공시송달(service by notification)

transient person / overseas residents
비거주자 / 재외자

traverse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음.

반박제도 [미국]
거절이유 또는 심사관의 한정요구(requirement of restriction)에 대해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통하여 반박할

transitional / dynamic design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한국의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과 유사함. cf) 한정요구(requirement

동적 디자인

of restriction), 의견서(written argument / opinion)

형태가 변화하는 각각의 단계가 아니라 변화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으로서 움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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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약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집적회로가 특정 물품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국제적

상표등록 후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

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1992년 워싱턴 D.C에서 체결됨.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상표법 제119조).

treaty

trial for corrections

조약

정정심판

국제법 주체 간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함

trial court

(특허법 제136조).

심판정

trial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심판사건을 심리하는 곳.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trial date / date for pleading

특허권자 자신의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에 있고 타인은 해당 권리에 대한

변론기일

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때, 특허심판원에 타인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

소송행위를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 구술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제출
하는 날짜를 말함.

권의 허락을 청구하는 심판(특허법 제138조). cf)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trial on invalidity

trial examiner / administrative judge

무효심판

심판관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으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함(특허법 제132조의16 제1항). cf) 특허심판원(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법 제71조).

trial rulings / decision
심결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d trademark non-use
불사용 취소심판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 판단. cf) 심결의 효력(effect of trial decision)

상표의 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

trial system

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

심판제도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지재권에 대한 분쟁이나 심사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앞서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 또는 준사법절차의 일종.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됨. cf) 결정계 심판(ex parte appeal proceeding), 당사자계 심판
(inter parties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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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권리범위확인심판

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속 특허

trust

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신탁

구분됨. cf)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defens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적극적 권리범위

신탁설정자(위탁자, settlor)가 신탁인수자(수탁자, trustee)와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확인심판(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신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수익자, beneficiary)의 이익이나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trial to invalidate corrections
정정의 무효심판

TSM(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

정정심판에 의해 정정이 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이 부적법한 경우 그 정정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

TSM 기준

특허, 실용신안에 해당됨(특허법 제137조). cf) 정정심판(trial for corrections)

미국 판례에서 정립된 특허의 진보성(비자명성) 판단의 기준으로, 결합발명에 있어서 개시된 구성요소의
변형, 결합, 조합으로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teaching), 암시(suggestion), 동기(motivation)가

Tri-partite test

선행문헌에 존재하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을 말함. TSM 기준은 2007년 미국 대법원의 KSR 판결(KSR

3단계 테스트

v. TELEFLEX INC 550 U.S. 398)에 의해 선행자료에서 가르침, 암시, 동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일반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중 하나인 치환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function)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way)으로 수행하여

기술상식이나 예측가능성 등을 통하여 자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됨.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result)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는 테스트를 말함. cf)

TTAB(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상표심판항소위원회 [미국]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출원상표가 최종 등록 결정된 경우 그에 대한 항소 및 등록상표의 이의

triple damages / treble damages
3배 손해배상

신청, 취소 및 병행사용 절차와 같은 당사자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

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typeface

정할 수 있도록 한 손해배상제도. cf)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글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포함하는 한 벌의 글자체를 말함.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글꼴의 도안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글꼴을 표현하기 위한 글꼴(font) 파일은 컴퓨터프로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램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임.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참조.

TRT (Trademark Registration Treaty)
상표등록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을 확장하기 위해 추진되다가 별개 조약으로
성립되었으며, 1973년 6월에 체결되어 1980년 8월 발효됨. 이 조약은 표장이 본국 내에서 등록됨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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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정책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함.

U.S.C.(United States Code)
미국 통일법전 [미국]

UN / CEFACT(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성문법전으로 특허법은 Title 35, 상표법은 Title 15로 분류되어 있음.

UN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
UN 유럽경제위원회 산하의 무역절차간소화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로, 무역절차간소화 권고안, EDI /

U.S.C.A.(U. S. Court of Appeals)
연방항소법원 [미국]

XML 표준라이브러리 등 표준화를 추진함.

연방의 제2심 법원. 전국을 13개 순회구로 구분하여 각 구에 한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unauthorized label

법원에는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과 여러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그 순회구

불법라벨

내의 연방지방법원 및 여러 종류의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반, DVD 등 저작물의 포장에 부착한 표지를
위조한 것.

U.S.L.Ed.
미국 대법원 판례집 [미국]

unauthorized reproduction / illegal copy

미국 Lawyers Operative Publishing사에서 발간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집. ‘The United States Supreme

불법복제

Court Reporters, Lawyers Edition’을 줄여서 U.S.L.Ed로 인용함.

저작권자 등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저작물 또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수입하거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을 말함.

U.S.P.Q.(United States Patents Quarterly)
미국 특허 판례모음집 [미국]

undisclosed information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에서 출판하는 미국 판례모음집으로, 1913년부터 현재까지 특허, 상표, 저작권

미공개정보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가 수록됨.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됨.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ndue breadth

세계저작권협약

부당한 확장 [미국]

저작권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의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절충방식인 ⓒ표시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비하여 청구항이 부당하게 넓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거절이유의 대상이 됨. 다만,

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국제조약. 1952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87년

실시예가 하나인 경우에도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넓은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U

10월에 가입함. 이 협약에 따라 ⓒ표시를 표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초월하여 내국민대우로 보호

unenforceability

받을 수 있음.

권리행사 정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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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원인이 USPTO를 기망할 의도로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선행기술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잘못된

unfair use of trademark

주요정보를 제출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로 보아 모든 청구항의 권리행사를

상표의 부정사용

정지시키는 것을 말함.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말함.

unentitled person
무권리자

Unitary Patent Division

법에서 부여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말함.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발명자 또는 디자인

(유럽특허청) 단일특허부 [유럽]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의미함(특허법
제34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cf)모인출원(misappropriated application)

unexpected results
예상치 못한 결과 [미국]

유럽단일특허제도 실시를 위해 유럽특허청(EPO) 내에 신설된 특별 부서. 단일특허보호지침(UPR) 제1조(1)에
따라 참가회원국들이 위임한 단일특허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함. 따라서 EPO는 기존 유럽특허조약
(EPC)에 규정된 절차들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EPO의 기존의 부서들과 단일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단일특허부로 이원화됨. 단일특허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EPO의 특허심판원
(Boards of Appeal)이 아닌 통합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함(통합특허법원협정 제32조(1)(i) 및 제47조(7)).

발명으로부터 생겨난 놀라운 결과를 말하며,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사유가 됨. 이러한 효과의
입증을 위해서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가 발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 시각을 표시하거나, 발명에

Unitary Patent Package

대한 찬사를 보낸 사실을 활용할 수 있음.

단일특허패키지 [유럽]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유럽단일특허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2개 규칙(단일특허규칙, 단일특허 번역언어 규칙)과
1개 협정(통합특허법원협정)을 가리킴. 단일특허규칙은 유럽단일특허의 출원 및 등록절차, 효력, 수수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며, 단일특허 번역언어 규칙은 EPO의 공식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정하고 있음. 통합특허법원협정은 통합특허법원의 법적 지위, 구조 및 구성을 정하고 있음.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61년 12월 30일 제정됨.

unity of invention / single patent application
unfair profits / unjust enrichment

발명의 단일성 / 1특허출원의 원칙

부당이득

하나의 발명 또는 상호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만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 발명의 단일성을 위반한 출원은 특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특허등록이

경우에 그 이익을 말함.

거절됨.

U

unfair trade practices

unjustifiable disclosure

불공정 무역관행

부정공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덤핑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특정인에게 공개하거나, 영업비밀의 기밀성을 유지한 채 특정인에게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국제거래,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품질표시와 같이 수출입 질서를

알리는 행위, 부작위에 의한 공개행위 등을 말함.

저해하는 행위, 관세보복조치 등과 같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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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awful purposes

이며, 이미 알려진 식물은 본질적인 특징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 경우의 특징은 형태학적이거나

부정한 목적

생리학적인 것을 포함), 충분히 균질적일 것, 그 본질적 특징이 안정적일 것이 요구됨.

부정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 다른 사업자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
그 외 공서양속, 신의형평에 반하는 목적을 의미함.

upper instance / higher instance
상급심

unpatentable Inventions

하급심에 대한 상급법원의 심리를 의미함. 항소에 의해 개시되며, 불복하는 원소송의 타당성 유무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심리, 판단하는 심급.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허 등록이 될 수 없는 발명. 특허법 제32조에서는 특별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을 지칭하고 있음

URP(Rules relating to Unitary Patent Protection)
단일특허보호지침 [유럽]

unpublished work

유럽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을 위해 유럽특허청(EPO)내에 단일특허부(Unitary Patent Division) 설립 및 EPO가

미발행저작물

실시해야 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 URP는 번역비 보상제도, 권리의 라이선스(LOR), 갱신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을 의미. 저작물이 발행 이외의 방법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발행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그 저작물은 법적으로 미발행저작물이라 함. 미발행저작물의 경우 각국에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cf) 발행(publish)

수수료, 단일특허 취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의약의 용도발명

UPC(Unified Patent Court )

새로운 물질 또는 이미 알려진 물질의 최초의 의약적 용도의 발견에 기인하거나, 의약적 용도가 이미

통합특허법원 [유럽]

알려진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발명

유럽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들의 공동법원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사법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는 법원임. 통합특허법원은 하나 이상의 참가회원국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기존의 유럽특허 뿐만 아니라

use of a trademark

단일특허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므로 여러 국가에서 복수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및

상표의 사용

복잡성을 피할 수 있게 해줌. 통합특허법원의 판결은 통합특허법원협정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을 알리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효력을 미침. 시행 초기 과도기적 조치로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에는 기존의 루트(각 국가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태양을 포함함. 미국 상표법상 사용의 개념에는 상업적(commercial) 요소가 반드시

개별법원에 소송제기)와 통합특허법원 루트 모두를 허용함. 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영국,

포함되어야 함.

프랑스, 독일을 포함하여 총 13개 유럽 국가의 비준을 필요로 함.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제
1심법원은 중앙법원(파리, 런던, 뮌헨), 지역법원(가맹국 당 최대 4개 설치), 광역법원(2개 이상의 가맹국의

use of invention

요청)이 있으며,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둠.

발명의 사용

UPOV Convention(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bles Convention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

특허권자는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발명의 사용은 이러한
특허권의 실시형태의 하나임(특허법 제2조 제3호). 사용은 특허가 포함된 기계를 사용하여 어떤 제품을
만드는 행위처럼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실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식물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새로운 식물의 종과 속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1961년 발효됨. UPOV에 의한 보호기간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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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tility patent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실용특허 [미국]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조직으로 특허, 상표의 심사 및 등록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

한국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개념. 미국은 실용신안제도가 없으며, 특허를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로

하는 연방조직. 197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시에 본부가 위치해 있음. 특허 및

구분함.

상표의 심사 외에도 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 EPO 등 관련 지재권 기관과의 국제협력, 미국
및 개도국 대상 지식재산 교육 실시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TSA(Uniform Trade Secrets Act)
통일영업비밀법 [미국]
1979년 미국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미국 내 영업비밀 보호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제정한 법률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규정.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캐롤라이나를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수립 및 국제통상협력을 조정·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

제외한 47개주가 UTSA를 채택하고 UTSA에 기초한 각 주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함. cf)

들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교역국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하였을

경제스파이법(EEA), 영업비밀보호법(DTSA)

때 취하는 조치를 담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 cf)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utility
유용성 / 실용성 [미국]
미국 특허법 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한국 특허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응함. 유용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당해 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에게 즉시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함. cf)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Utility Model Act
실용신안법
특허에 이르지 못하는 소발명에 대한 단기간의 보호를 위해 1973년 제정된 법률. 한국 실용신안법은
1998년 개정 전까지 심사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무심사주의로 전환되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심사주의로 회귀함

U

utility model
실용신안
특허법 상 발명과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의미하나, 실용신안은 주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창작이면서 발명에 비해 고도하지 않은 것을 의미. 보호기간 역시 설정
등록 후 10년으로 특허법상 발명(20년)에 비해 짧음. ‘소발명’, ‘고안’ 등으로 불리우며 실용신안 보호를
위해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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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2일 유럽일반재판소가 내린 상표등록거절불복에 대한 판결. 유럽일반재판소는 폴란드 회사인

V

Viaguara SA사가 출원한 ‘Viaguara’ 에너지 음료 관련 상표가 화이자사의 ‘Viagra’상표와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이유로 상표등록거절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일반법원은 양
상표가 전반부인 ‘viag’가 동일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후반부인 ‘ra’ 까지 동일하여 양 상표의 유사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Viagra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상표권자인 화이자사의 저명상표인
‘Viagra’의 명성과 차별적인 특성을 불공정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Viaguara SA사의 주장을 기각함.

validation system
효력인정제도 [유럽]
199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운영된 유럽 특허청(EPO)의 효력확장제도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EPO는
효력인정제도를 통해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도 EPC 효력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cf)유럽특허
조약(EPC)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의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국제 조약으로 1973년 체결됨. 한국은 2011년에

Venetian Patent Law
베니스특허법
르네상스시대에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1474년 베니스공화국 의회에서 제정된 최초의 특허법. 베니스
특허법에 의거하여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94년 양수·관개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함.

비엔나 협정에 가입함.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서체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비엔나협정
인쇄 기술의 발달로 타인이 창작한 서체의 도용이 쉬워짐에 따라 서체보호를 위해 1973년 6월 12일 비엔나
에서 채택된 국제협정. 체약국은 특별한 국내기탁제도의 설정, 국내의 디자인보호법에 규정하는 기탁

venue

제도의 준용 또는 국내의 저작권규정에 의해 서체의 보호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비엔나협정은 5개국의

재판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개월이 되면 발효하나 프랑스(1976년)와 독일(1981년)만이 비준한 상태로

어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련된 지점으로,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

복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지점을 말함.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verdict

개시의무의 위반 [미국]

평결 [미국]

미국에서 출원인은 심사관이 청구항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여야

미국 민사소송법상 배심원(jury)이 사실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정식판단을 말함.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무효로 되어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함. cf) 개시의무(duty of disclosure)

vested interest

V

확정적 권리

visibility

권리 주체에게 완벽하고 확실하게 속하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손상시키거나

시각성

빼앗을 수 없음.

디자인 성립요건 중 하나로, 육안으로 보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Viagra case

voluntary amendment

비아그라 상표 사건 [유럽]

자진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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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스스로가 최초 출원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 후 특허청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 다만, 심사 착수 후
거절이유가 통지된 이후에는 정하여진 기간(의견서 제출기간)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

W

으로는 심사관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까지를 자진보정기간이라 함.

waiver of a claim to priority
우선권주장의 포기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으나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원의
우선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함.

waiver of confidentiality
비밀준수의무의 포기 [미국]
변호사(또는 대리인)와 의뢰인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던 사항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가 포기되는 것을 말함. 미국 특허법상 계속출원은 비밀준수의무의 포기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waiver of patent owner’s statement
특허권자의 진술서 포기 [미국]
미국 특허법상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함.

warning letter
경고장
권리자가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침해를 중지시키거나, 계속적인 침해행위 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warrant of permission of expert opinion

W

감정허가장
침해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에 대하여 감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허가서.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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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well-known art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와 수사기관의 신청 없이 법원이 스스로 발부하는 명령장인 경우(형사소송법

주지기술

제l13조, 제115조)가 있음.

어떤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술로, 상당수의 공지문헌이 있거나 업계에서 알려진 기술,
또는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을 말함.

warranty
보증

well-known mark

용역, 기술,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담보하는 것을 말함.

주지상표

Wax-AMAZON case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왁스-아마존 사건 [미국]

willing licensee

2013년 1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투자관리, 벤처캐피탈 유치 및 컨설팅 업종을

잠재적 실시권자

영위하는 업체의 상호인 ‘AMAZON VENTURES’의 상표등록에 관한 분쟁에서 온라인 소매상업체인
AMAZON.COM과의 상표침해가 이슈된 사안으로, 상기 두상표의 경우 영위 업종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에 따라 상표 희석논리에 따른 상표등록 거부 결정을 확인한
사례임.

널리 사용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함. cf)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FRAND)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CT(WIPO Copyright Treaty)
WIPO 저작권조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한 저작권 조약.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명시, 공중
전달권의 강화, 배포권 규정 및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 산업재산권과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함.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1979년에 가입. 2018년 현재 WIPO 회원국은 191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WIPO Academy

web hosting

WIPO 아카데미

웹호스팅
웹 서버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

weight of evidence
증명력

WIPO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야 인력개발을 위해 WIPO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기구. WIPO 아카데미는 원격교육프로그램(DL, Distance Learning Program), 전문연수프로
그램(PDP,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등을 운영함.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W

WIPO 중재조정센터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가치. ‘증거능력’이 법률에 의해 정하여진 증거로서의 형식적인
자격인 반면,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라 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차이점이 있음.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국제상거래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는 ‘WIPO
조정, 중재, 신속중재, 전문가결정 규칙 및 조항(WIPO Mediation, Arbitration, Expedited Arbitration and
Expert Determination Rules and Clauses)’을 바탕으로 기술,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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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중립적인 국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함. 2010년 싱가포르의 맥스웰 쳄버(Maxwell Chamber)에

위원회로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함.

분소를 설치함

WIPO Joint Resolution
WIPO Awards Program

WIPO 공동결의안

WIPO 포상 프로그램

WIPO 산하 각종 상설위원회에서 타결한 관련 규범 또는 규정의 권고안. 공동결의안은 매년 9월경 개최

WIPO는 포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WIPO 회원국의 특허청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우수한 발명가와

하는 WIPO 정기 총회에서 이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의 법제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

창작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도록 하여 각국의 혁신을 장려함.

에서 채택됨.

WIPO Conference

WIPO notification date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회의

WIPO 지정통지일

WIPO 설립협약 가입국이 참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방안 및 관련 문제 등을 다루고 협의하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이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표장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회의체로 수시로 개최함.

지정체약당사자의 관청에 그 국제등록을 통지한 날

WIPO Coordination Committee

WIPO standing committees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상설위원회

WIPO 고위직 인사 승인, 사무총장 단일후보 선정 및 행정, 재무, 직원 및 WIPO 공동이해 사안에 대한

조약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슈를 논의를 위해 총회 결정으로 설립된 WIPO

자문을 수행함.

전문가 위원회를 말하며, 특허상설위원회, 상표·디자인 및 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 저작권 상설위원회가
있음.

WIPO Executive Committee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집행위원회

withdrawal of action

파리협약 동맹, 베른협약 동맹에서 운영하는 회의체로 총회 개최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사항 또는 총회

소취하

소집이 불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함.

소송을 포기하는 것.

WIPO General Assembly

withdrawal of appeal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상소취하

WIPO 사무총장의 선출, 사무국 및 조정위원회 활동 검토 및 승인, WIPO 재정 및 각 동맹들에 공통되는

상소를 포기하는 것.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함. 매년 9월 연례회의를 개최함.

withdrawal of application

W

WIPO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출원의 취하

WIPO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WIPO 회원국들의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음. 그리고 출원 공개 후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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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러나 출원 공개 후에 취하되어 재출원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 이미 공개된

work of applied art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가 됨.

응용미술저작물

withdrawal of earlier application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선출원의 취하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과의 중복을

work of architecture

정리하기 위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건축저작물

간주하는 것을 말함(특허법 제56조 제1항).

withdrawal of petitions for Trial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 위의 공작물에 의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실제의 건축물은 물론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을 포함함(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심판청구의 취하

working / practice / use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단독적 의사표시. 심판청구는

실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특허법 제161조).

witness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 특허법에서는 실시를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하여 규정함(특허법 제2조 제3호).

working as business / practice for business purpose

증인

업으로서 실시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 받은 제3자.

광의의 경제활동의 하나로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공정한 경쟁실시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개인적인 실시 또는 가정적인 실시는 ‘업으로서 실시’에서 제외함.

WL(Watch List)
감시대상국 [미국]

workshop modification / simple change of design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의를 요하는 국가를 말함.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단순한 설계변경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보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의 3단계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
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우선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음. cf)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work made for hire
업무상저작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되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이

실무상 진보성이 부정되는 유형 중 하나.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함에 있어서 서로 대응
되는 구성들 사이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거나 추가적인
상승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말함.

works

W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의
독자적인 창작성이 요구됨.

가짐.

302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영․한

영한사전

303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IPO 실연, 음반조약
가수·연주자 등의 실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1996년 제정되어

X

2002년 5월 발효됨. 실연가의 인격권 창설, 고정된 실연, 레코드를 이용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점에 특징이 있음.

XML(eXtensive Markup Language)
written argument / written reply

확장마크업언어

의견서 / 답변서

문서의 전자적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전자문서 표준언어를 말함. 전세계 특허청의 모든 문서는 XML을

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명령서, 의견제출통지 등에 대해 의견 또는 답변을 기술한 문서.

표준으로 채택함.

written opinion

XML4IP

견해서

XML표준개발그룹

국제조사기관이 PCT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통합 XML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WIPO 그룹. WIPO 표준

이를 국제출원인에게 알려주는 문서를 말함.

ST.96 (모든 산업재산권의 수명주기와 관련한 출원, 처리, 공개, 정보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XML 표준
자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written statement of Appraisal
감정서
감정인이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 서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분쟁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뢰를 통해 저작물의 유사여부를 판단함. 이 때 감정인은
저작권 감정전문위원회에 감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written submission of information
정보제출서
출원공개에 의해 공개된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문서를 말함.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GATT의 운영을 감독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기구.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
되며 창설됨.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X

지식재산권이사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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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Z

Yakult bottle case

zone of natural expansion

야쿠르트 사건 [일본]

자연적 확장지역 [미국]

2010년 11월 16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22年(行ケ) 10169).

미국 상표법에서 상품이나 시장개념을 확대하여 상표의 선사용권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이론. 상표의 선

이 사건에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다수의 유산균

사용권자가 현재 상품시장 이외의 지역에까지 상표의 사용을 확대시킬 의사가 있었던 경우 자연적으로

음료가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8% 이상의 수요자가

상표의 사용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인정함.

이 사건 출원상표 용기를 보고 ‘야쿠르트’를 상기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은 수요자에 의하여 X(원고)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하는 표지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시장에 다수의 유사한 형상의 상품이 있음에 불구
하고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결임.

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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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요소 [미국]

ㄱ

phantom element
출원상표에서 변동가능한 구성요소.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출원상표가 ‘JOSH's DELICIOUS xxxxx WINE'인
경우 여기서 ‘xxxxx' 부분이 과일의 종류를 삽입할 수 있는 있는 가변적인 구성요소임. 날짜, 지리적인
위치, 모델번호 등도 가변요소에 해당함.

가거절

provisional refusal

가압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서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provisional seizure

기술한 선언(직권 가거절), 또는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취지의 선언(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을 의미함. 출원인에게 가거절을 통지할 때에는 가거절의 근거가

강제집행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매각할 우려가 있는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에서 행하여짐.

되는 모든 이유 및 이에 상응하는 주요 법 규정을 언급해야 함.

가족상표 [미국]
가거절통지서가 통보된 경우의 보호부여기술서

family of marks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provisional refusal

인식가능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상표의 집단을 말하며, 거기서 대중들이 개별 상표뿐만 아니라 가족

국제상표 지정국관청 심사에서 가거절통지 후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어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WIPO에

상표의 공통적 특징을 상표권자와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구성되거나 이용되는 상표의 집단. 예시로, 맥도

통지하는 문서

날드의 상표인 ‘McDONUT’, ‘McPIZZA’, ‘McMUFFIN’, ‘McCHICKEN’, ‘McRIB’ 등이 있음.

가등록

가집행

provisional registration

provisional execution

본 등록에 대한 예비등록의 일종으로서 본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경우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된 뒤에 할 본 등록의 순위를 보전 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록.

제2항). 채권의 종국적 만족의 단계에 이른다는 점에서 단지 집행보전에 그치는 가압류. 가처분과 구별됨.

가령 - 하더라도

가처분신청

arguendo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 provision disposition

소송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위적 권리

채권자에게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채무로부터의

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

가명령

가출원 [미국]

interim order

provisional application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 소송물의 현재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효력을

미국 특허법 제102조(b)의 규정에 따른 출원을 말함. 해외출원에 필요한 출원일의 우선일을 빨리 얻기

가지는 명령.

위해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도입됨. 가출원에서 명세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도 가능하며, 청구범위를 기재
할 필요가 없고,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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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출원 일자가 미국 출원일로 인정됨. 가출원은 1년 후 자동으로 포기되며,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간행물

미국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어 출원 후 심사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가출원이 정규출원에 비해

paper publication

비용이 저렴하고 출원이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출원인은 일단 가출원을 하여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
후 필요한 경우만 정규출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함.

ㄱ

종이나 문서로 발행된 저작물.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간단하고 흔한 표장

simple and readily available mark
표장이 간단하고 흔해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말함. 예를 들어 ‘ab’, ‘가’와 같이 1자의 한글로 구성된 표장,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invention disclosed in a publication
기계적,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공개성과 정보성을 갖는 문서 및 도면, 사진 등의 정보전달 매체에
게재되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이
기재된 발명을 말함.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받을 수 없음.

간행물의 반포

간접적 손해

distribution of publication

indirect damage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특정한 관계 하에 발생되었다고 인정
되는 손해.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의 공장지
대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

해당 간행물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배부되는 것 또는 공중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열람했다는 사실까지 필요로 하지 아니함.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official seals and signs indicating supervision or certification

간접침해

indirect infringement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가 아니어서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직접침해가 예견되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함.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국내외의 공공기관이 상품 등의 규격품질 등을 관리, 통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 표장을 말함.

감시대상국 [미국]

물건을 생산·양도·수입하는 행위,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수입하는 행위

WL(Watch List)

등이 간접침해에 해당함(특허법 제127조).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주의를 요하는 국가를 말함.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보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간행물, 발행, 공개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의 3단계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

publication

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우선

(1) 간행물 : 기계적, 화학적,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공개성과 정보성을 갖는 문서, 도면 또는 사진
등의 정보전달매체. (2) 발행 : 복제와 배포를 포함하는 개념.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복제
및 배포는 모두 발행에 포함. (3) 공개 : 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일반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음. cf)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감정

appraisal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제3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334조).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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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특허법 제128조의2).

일정한 범죄나 위반행위 등의 불법요건에 대하여 형벌·강제집행 등의 강제효과를 귀속시키는 규범.

감정서

강제실시권

written statement of Appraisal

compulsory license

감정인이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 서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분쟁에 대한 전문가적

공공의 이익보호와 특허권의 남용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정부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뢰를 통해 저작물의 유사여부를 판단함. 이 때 감정인은

특허를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의 허락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게 된 자의 권리를

저작권 감정전문위원회에 감정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의미함

감정촉탁서

강한 특허

request for an expert opinion

strong patent

국가기관과 감정인과의 사법계약에 의해 국가기관이 감정인에게 감정의견을 의뢰하는 서면.

해당 특허의 활용도가 높고, 무효 또는 회피하기가 어려운 특허.

감정허가장

개량발명

warrant of permission of expert opinion

invention of improvement

침해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에 대하여 감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허가서.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발명.

감축

개시의무

limitations

duty of disclosure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삭제, 세분화 또는 구체화하는 보정방법.

미국 형평법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독점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있어서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을 평가할 기회를 특허상표청에 부여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감축의 무효선언 통지서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심사관보다 전문가이므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심사관에게 고지할

declaration that a limitation has no effect

의무를 진다는 원칙임.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을 통해 신청한 감축(Limitation)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감축이 효력 없음’을 선언하고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통지서. 국제사무국이 감축을 대한민국

개시의무의 위반 [미국]

특허청에 통지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함.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미국에서 출원인은 심사관이 청구항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여야

갑호증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무효로 되어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plaintiff's exhibit

것을 말함. cf) 개시의무(duty of disclosure)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호증(defendant’s exhibit)이라 함.

개연성

강제규범

probability

obligatory rule

있음직한, 일어남직한 사실과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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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 실시요구권 [미국]

미국 특허 심사과정에서 형식요건의 미비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발령하는 거절을 의미함. 미국 소송에서

march-in right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반대편의 변호사가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함.

연방기관이 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물로 획득한 특허를
해당 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국가의 비상사태 등 일정한 경우에 이 특허를

거절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연방기관의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강제실시의 일종임.

rejection
출원된 산업재산권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심사관이 취하는 행정행위.

객관적 관찰

objective observation

거절결정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표에 나타나

decision of refusal / rejection

있지 아니한 주관적인 의사나 희망과 같은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관찰방법.

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후, 출원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 거절결정을
내릴 때에는 심사관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갱신등록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

registration of renewal / renewal registration of duration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해 상표권 존속기간이 갱신되는 것.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다시 10년간씩 갱신등록 할 수 있음. 존속기간갱신등록

appeal against decision of rejection / refusal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상표법 제84조).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갱신등록신청

application for renewal of duration of trademark rights

거짓표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갱신등록

false indications

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월 이내에 할 수 있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거나,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갱신수수료

행위(상표법 제224조). 거짓 표시의 죄를 범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renewal fee

(상표법 제233조).

상표를 갱신등록 하는데 있어 특허청에 내야하는 수수료.

거짓행위의 죄

거래상의 인상

fraud

commercial impression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 등록,

상표 또는 표장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나 생각.

건축저작물

거부 [미국]

work of architectur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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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 위의 공작물에 의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실제의 건축물은 물론 건축을 위한

결정계 재심사 [미국]

모형 또는 설계도면을 포함함(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ex parte reexamination

ㄱ

미국 재심사 (reexamination) 제도 중의 하나. 특허권자나 제3자가 특허청이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추가

걸프협력기구 특허청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GCCPO(Gulf Cooperation Council Patent Office)

재심사 청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1회의 반박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특허청과 특허권자간의

GCC 국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특허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

결정계 절차로 진행됨.

GCCPO에 특허를 출원하면 GCCPO가 GCC 국가들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특허로 등록되면 6개국
전체에 권리가 발생함. 파리조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외국출원에 기초하여 12개월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결정등본

있고, PCT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PCT 국제출원의 지정국이 될 수는 없음. 따라서 GCC 특허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상표의 출원공고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 등에게 보내는 통지.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견본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

sample / specimen
전체 상품의 품질이나 상태 따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보이는 물건 또는 디자인을 말함. 디자인

결정등본의 송달

출원시 도면을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ruling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결정사실을 알리기 위해 당해 기관이 법률이 정한

견해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행위.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이 있음. cf) 교부

written opinion

송달(personal service), 공시송달(service by notification)

국제조사기관이 PCT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이를 국제출원인에게 알려주는 문서를 말함.

결정형(結晶形)발명

crystal form invention

결과책임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responsibility for results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행위의 과정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결과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라는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과 같음.

결합발명
결정계 심판

combination invention

ex parte trial / ex parte appeal proceeding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을 통해 생성된 발명. 결합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소를 더 부가한

심판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특허거절결정에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행발명과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성은 문제되지 않음. 다만, 결합발명은 진보성

대한 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여기에 해당함. cf) 당사자계 심판(inter parties trial)

여부에 따라 공지기술의 단순한 집합인 주합발명(aggregation invention)과 2가지 구성을 결합하는 데
있어 기술적 진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조합발명(combination invention)으로 나뉘는데, 주합발명은
조합발명과 달리 진보성이 없어 특허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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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저작물

WIPO 국제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 WIPO 국제사무국이 직권

composite works

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명의인이나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체약당사자 관청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이에 비하여 공동저작물(joint works)은 이바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음.

경정을 불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경제스파이법 [미국]

결합표장

EEA(Ecomonic Espionage Act)

composite / combined mark

미국 연방형사법전(18 U.S.C.) 제1831조부터 제1839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경제스파이에 관한 법률로 1996년에

두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표장. 예를 들어 두 개의 단어의 결합, 단어와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 표장.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중 2이상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

제정됨. EEA는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와 영업비밀절도(theft of traded secrets)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연방차원의 형사 제재 규정을 담고 있음. cf) 영업비밀보호법
(DTSA), 통일영업비밀법(UTSA)

경제적 견련관계

경고장

economically relevant relationship

warning letter
권리자가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침해를 중지시키거나, 계속적인 침해행위
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과조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al measure / transitional provision

1948년 2차 대전 후의 서구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계획인 마샬 플랜(Marshall Plan)에 따라 서구 16개국이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질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과도적 조치를 말함.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모태로 확대 개편하여 1961년에 OECD가 탄생함. OECD의
산하조직으로는 각료이사회(최고의사결정기구), 상주대표이사회, 분야별 작업반, 사무국을 두고 있음.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 간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을 토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포괄

경매

적인 국제경제협의체임. 범세계적인 무역, 경제관련 규범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35개국이

auction

가입.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함.

법률상 경매란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것을 의미함.

경상 로열티(실시료, 기술료)

running royalty

경합출원

competing application
동일한 발명·디자인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출원한 경우를 말함.

라이선스된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일정한 비율과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경험칙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방법.

empirical rule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법칙.

경정

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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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출원

고소

pending application

criminal complaint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으로서 등록 또는 거절, 포기 등의 최종처분을 받지 아니한 출원.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

계속사용진술서 [미국]

affidavit of continued use

고유번호

계속적 사용의 선언. 그 상표가 거래상 사용되고 있다는 등록권자의 확인 진술서.

identification number
특허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심사청구인
등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 부여받는 고객번호(특허법 제28조의2, 상표법 제29조)

계속심사청구 [미국]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출원에 대하여 최종거절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출원에

고의적 침해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 1999년 특허법 개정 시에 신설되어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

intentional infringement

(37 C.F.R.§1.114).

침해자가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침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고의침해가 성립함. 미국의 경우 고의침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인 3배 배상의 판단
근거가 됨.

계속적 사용권

continuous right for use
일정기간 또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지재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고정

fixation
계속출원 [미국]

저작물이 유형물에 담겨있는 상태. 베른협약은 저작물 일반이나 특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하여 유형적인

continuation application

형태로 ‘고정’될 것을 보호의 요건으로 할 것인지는 각 동맹국이 자국의 입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미 출원된 모출원(제1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되기 전에 모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위하여
별도로 출원되는 정규출원을 말함. 계속출원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용됨.
계속출원의 발명자와 모출원의 발명자 중 적어도 한명 이상은 동일해야 하며 청구항의 내용이 모출원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함.

계약관계

(베른협약 제2조 제2항).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성립요소로서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며, 독일ㆍ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국가들에서는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건
으로 하지 않음. 우리나라도 후자에 속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즉흥적인 연설, 강연, 또는 자작곡 노래
또는 자작시낭송 등도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음. 다만 영상저작물은 그 개념상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이므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됨.

공개 / 공고번호

privity of contract
계약관계는 양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짐.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형성되는 관계임.

laid-open number / publication number
출원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
에게 공표하는 경우, 공표되는 출원에 부여되는 번호.

고객흡인력

attractiveness to customers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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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보

공동소송

laid-open gazette

joint action / co-litigation

지식재산권의 출원, 공개,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특허청의 공식적인 문서.

소송에 있어서 대립되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복수인 소송형태를 의미함. 같은 편에 서 있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을 공동소송인이라 부르고, 그들이 원고이면 공동원고, 피고이면 공동피고라 함.

공개일자

date of publication

공동소유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공개공보에 실려 대중에게 공개된 날짜.

co-owner
어떤 권리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을 공동소유자라고 함.

공공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

공동심판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나 음반 등을 대출하는 것을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joint appeal trial

공공에 대한 대출의 결과로 저작권자에게 미친 경제적 손실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저작물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복제물의 공공 대출에 대한 사용료를 실제 대출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분배함.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특허권

도입하였으며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공동발명자

joint inventor / co-inventor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를 공동발명이라 하며, 이 경우

joint work / work of joint authorship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이 공유하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저작권법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며, 따라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2조 제21호).

기술사상의 구체적 사상 또는 완성에 직접 관여한 실질적 협력자이어야 함.

공동저작자의 지위
공동불법행위 특허침해여부 사건 [유럽]

joint authorship

Sandman vs Panasonic UK & Matsushita case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가지는 저작자의 지위. 공동저작자는 공동으로만 저작물의

1998년 1월 21일 영국고등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영국내 자회사에 의한 특허 침해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기간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함.

대해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공동 침해 책임을 가지는 지 여부에 대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회사 운영
및 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없고, 공동불법

공동출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와 협력하여 특허 침해를 행한 사실이 있어야 함. 즉,

joint application

법원은 외국의 모회사가 영국에서만 사용되는 장비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특허침해 물품을 영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외국의 모회사와 영국의 자회사가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외국의 모회사를 영국의
자회사와 함께 공동 침해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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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인

저작물을 공중에게 무형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의 한 가지. 일반적으로, 사적 집단에 속하는 특정의 사람

co-applicant / joint applicants

들에 한정하지 않는 청중이나 관중을 상대로 하는 저작물의 실연을 의미함. 공연은 보통 가정 내에서

2인 이상이 하나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이를 공동출원인이라 함.

하는 실연의 한계를 넘으며, 공연이나 공연물의 원격지 공개 전달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공연권

공문서

official documentation
사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공무소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

performing right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하도록 허락 또는 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공연권과 복제권(reproduction right)은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락한 경우에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해당 저작물을 공연하려면 별도로 공연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공서양속

public order and morality

함(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 판결).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는 국가 또는 사회의 질서를 뜻하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
적인 도덕관념을 뜻함. 특허법, 상표법에서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연실시

있음(특허법 제32조, 상표법 제34조).

public use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상표

trademark against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 scandalous trademark

특허사유를 판단하는 한 요소로 공연사용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미국 특허법 제102(b) 위반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공연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특허제품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야 함.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공연한 실시의 증거조사 신청 절차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request for investigation of public use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함(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신청 절차.

공시송달

service by notification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분명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방법.

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 [일본]

INPIT(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공연히 실시된 발명

publicly worked invention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이 공공연하게 실시된 경우를 의미함.
즉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를
말함.

일본특허청(JPO)과 분리된 독립행정기관으로 특허정보검색시스템 J-PlatPat을 운영하며, 지재권 관련

공유

정보의 제공, 심사관 교육 등 지재권 교육 및 연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co-ownership
2인 이상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지재권의 경우 계약 또는 지재권의 양도에 의해 공유의

공연

publ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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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보조배터리 특허분쟁사건 [중국]

내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상표의 등록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 공존사용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Shared-battery case

상표를 상거래에서 사용한다는 점과 상표의 사용 지역, 상표의 사용 형태, 공존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2018.12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심천 라이디엔이 심천 지에디엔을 특허침해로 기소한 공유 보조배터리
분야 특허에 대해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 판결은 제품 유사도가 높고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았던

제출해야 함(미국 상표심사기준 819.01(q)).

중국 공유 충전배터리 업계 재편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미리 핵심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고 축적하는

공존상표권 [미국]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concurrent trademark right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공인번역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자도 상표권자와 같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certified translation

권리.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 전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영업지역과

특허청 등에 제출할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이 문건을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번역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공인번역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을 받음.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

공중송신권

공정이용

public transmission right

fair use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즉,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 함. 공정이용에는 재판절차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한국은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공중송신’을 신설함.

에서의 복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서

공중에 기부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

dedication to the public / dedication to the public doctrine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모두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에 포괄적·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부분은 특허권자가 공중에 기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 사유 중 하나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공중영역

FRAND(Fair, Re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license

public domain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는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ion)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발명, 상업 표장 등 제반 창작물의 지위나 상태. 공중영역에 속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해야한다는 원칙. FRAND 라이선스 표준필수특허(SEP)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

것으로 결정된 창작물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게 됨.

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준화기구인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조항에 포함하면서 널리 쓰이게 됨.

공증

authentication / notarial act

공존사용출원 [미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공증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공적

concurrent use application

증명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반증에 의해 무력화할 수 있음.

상표출원인이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ㆍ유사한 자신의 상표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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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다 청구항 [미국]

publicly known

multiplicity of claims

비밀, 노하우(know-how)등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지는 상황.

발명의 성질, 범위 및 종래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수의 청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노하우 등이 공지 되었을 경우는 누구든지 대가없이 무료로 당해 기술,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됨.

이유가 됨(MPEP 706.02(1)). 1개의 출원에 복수의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상이하고 또한 그 수가 부당하게 많지 않아야 함.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특허법은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

consideration of prior art (level of technology)

청구항의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20개가 넘으면 가산료가 청구됨(37 C.F.R. § 1.16(j))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특허 발명의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과실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

negligence
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민법상
과실은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요건이 됨.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principle of exclusion of prior art
당해 특허발명이 그 출원시에 이미 공지기술이었을 경우, 공지기술은 당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과실의 추정

제외된다는 원칙.

presumption of negligence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 침해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cf) 과실(negligence)

공지예외

exception of public disclosure
특허법은 공지예외의 경우를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공지로 나누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규정하고 있으며, 공지된 후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특허법

means for solving problems

제30조).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복수의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연관관계를 발명의 설명부분에 기재하여야 함.

공표 / 개시

disclosure

과제의 해결원리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 공개 내용에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도면, 청구범위를

principle of problem solution

포함한 모든 증거물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의 기술이 포함됨(특허). 수단을 불문하고 공중이 저작물을

종래기술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특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해결원리를 말함. 과제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저작권).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다면 균등물로 볼 수 있음. cf)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공표권

disclosure right / right to make public

과제해결접근법 [유럽]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

Problem-Solution Approach
유럽특허청(EPO)이 진보성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이루어 짐. ① 출원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결정하고, ② 해결되어야 할 “객관적 기술과제”를 설정하며, ③ 가장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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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과 객관적 기술과제를 출발점으로 놓고 볼 때, 당해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

관세청

에게 자명한지 여부를 고려함.

Customs Administration Service

ㄱ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통관 및 밀수, 부정수출입

과학 원리

행위를 단속하는 행정기관.

scientific principle
실험과 재현가능성으로 입증되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하며, 이러한 과학적 원리는

관용기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commonly used art
주지기술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함.

관련디자인등록출원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related design

관용표장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

commonly used mark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출원하는 것. 관련디자인등록
출원은 기본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제도

related design system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과 선원주의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 201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기존의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제도가 도입됨.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동업자 다수가 계속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관용표장의 예로는 정종, 요구르트, 아스피린 등이 있음

관할관청

competent authority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

관할권

jurisdiction

관련출원

related application
동일 발명자, 일부 일치하는 발명자 또는 발명자 그룹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주체에 관련된
특허출원.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간에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 함.

광고 선전 기능

advertisement function

관보 / 공보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구매의욕을 일으키는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함. 상표는 상품과

Official Gazette
정부기관이 일반인에게 알릴 사항을 게재하여 발간하는 기관지. 특허청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고 결정시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고 공중 심사를 통한 부실한 권리의 발생 및 동일한 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보를 발간하고 있음. 공보에는 지면으로 간행하는 서면공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인터넷공보가 있음.

제조업자의 이름을 소비자에게 기억시킴으로써 광고 선전 기능을 가짐.

교부송달

personal service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공시송달, 우편송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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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oral argument / pleading

all elements rule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심판(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심판(소송)을 심리하는 절차.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일체의 원칙이라고 함.

구두증거배제의 법칙

구속력 있는 선례

parol evidence rule

binding precedent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

법원이 유사한 쟁점 또는 사실관계를 가진 후행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을 구속하거나 설득하는

내기로 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전에 존재하던 당사자 간의 교섭,

선행 사건에서의 결정이나 판결.

양해, 합의 등은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구속력
구류

binding authority

penal detention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법원(法源)을 말하며, 영미법에서는 선례에 법률상 구속력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구금.

있어 법원(法院)은 자신이 한 종전의 판례 및 상급법원의 판례에 구속됨.

구성된

구술심리

consisting of

oral hearing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으로 구성된” 또는 “～으로 이루어진”으로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 있으며, 다만

해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발명만이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권리범위에 속하여 침해가 성립하고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발명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폐쇄형

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

(close-end) 연결부라고도 함.

구술심리진술요지서
구성요소

statement for oral hearing

element

당사자가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것.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성을 정의하는 청구항의 개별요소.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개개의 구체적인 부품, 수단 또는 공정 등을 의미함.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

구제

redress / remedy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organic combination of elements

구제가 있음. 민사적 구제로는 ‘침해금지 등의 청구’, ‘임시조치’, ‘손해배상의 청구’, ‘법정손해배상청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

‘신용회복청구’, ‘침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으며, 형사적 구제로는 ‘침해죄’, ‘몰수’ 등이 있음.

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
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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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내단계

NTIS(National Science &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phase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PCT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에서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들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한 시점 이후의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여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절차. 국내단계에서는 지정 관청의 자국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함.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ㆍ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국내단계용 번역문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품

translation for national phase
PCT 국제출원에 있어 서류를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한 문서. PCT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은 국제출원이

IP-Market

국내단계(national phase)에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출원인은 국제출원 서류의 번역문을 31개월 이내에

인터넷상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촉진을 위하여 구매와 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과 거래정보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의 지정관청에 제출해야 함.

등을 제공하는 전문사이트. 기술의 수요에 따라 특허거래전문관이 공급기술을 탐색하여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거래에는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한국 특허청이 주관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국내소진

운영하고 있음.

national exhaustion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중국]

권리의 소진 범위를 정할 때, 권리자가 국내에서 특허제품 또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 등을 판매 등의 방법
으로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대한 권리는 국내에서만 소진된다는 이론. 이 경우 병행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에서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입국의 권리자는 병행수입을

중국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말함.

금지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동 강요에 따라 매년 지식재산권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영향력을 확대함.

국내우선권

domestic(internal) priority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원출원)의 발명 또는 고안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원출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심사 등의 기준일을 원출원일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소급하여 주는 것. cf) 조약우선권(Paris Convention priority right)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됨. 국가지식
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 위원장과 정부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국방상 필요한 발명

invention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국경조치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발명으로서 방위산업분야의 발명을 말함.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border measures

발명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그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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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립

국제등록 일부명의변경

off-shore assembly

partial change in ownership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어느 국가에서 특허받은 제품 또는 공정을 이용하여 특허받은 국가가 아닌 다른 해외 국가에서 조립하는 것.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 또는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인을 변경하는 것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사이트

국제등록 전부명의변경

IP-NAVI

change in ownership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주요국가의 지재권 관련 판례 및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정보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지정체약당사자의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인을 변경하는 것

하는 온라인 사이트.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국제공개 / 국제공고

renewal of dur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ternational publication

(상표)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특허) PCT 국제출원에 관한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사무국이 행함. 그러나 출원인은

출원 시 수수료에는 최초 10년분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권리자는 개별 지정국에서 갱신을 위해

상기의 기간 전이라도 공개를 원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조기국제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국제사무국은

등록결정일자에 상관없이 국제등록일부터 10년 후 갱신료를 납부하여야 함. (디자인) 국제등록은 최초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

5년간 효력을 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으로 2번 갱신가능. 이에 따라 협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합하여 국제공개 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보호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5년이고,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15년을 초과하는 보호의 존속

송부함.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경우 각 지정국에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국내출원의 출원공개에 대하여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국제등록은 보호의 총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5년 단위로 추가 갱신이 가능.

국내법령에서 정한 효과와 동일함(PCT 제21조) (상표, 디자인) 국제등록한 사항 전체를 공개하는 것.
디자인의 경우 최장 30개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가능.

국제등록기초상표권

internationally registered basic trademark rights

국제단계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록결정되어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international phase

상표권을 말하며,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간 보호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에서 쓰이는 용어로, 체약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고

되며 갱신 가능함.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선택적)를 받은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기 이전까지의
단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한 이후는 국내단계(national phase)라고 칭하며, 특허협력조약이 아닌

국제등록번호

개별국 특허법의 적용을 받음.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 WIPO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된 후 지정국으로
국제등록번호가 통지됨. 국제등록번호는 번호가 부여되면 등록 후에도 그 번호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effect of extingu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즉 심사완료 전에는 출원번호의

국제등록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심사완료 후에는 국내 등록원부가 생성될 경우 등록번호의 성격을 가지게 됨.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 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한
것으로 봄(상표법 제202조 제1항). cf) 국제등록의 소멸(extingu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부

internation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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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 국제등록일 및 등록번호와 그 변동사항 등을 기록한 WIPO의 기록부를

라이선스 내지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 32개 국가의 기업, 학계 및 법조계 등 다양한

말함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라이선스 관련 비영리 단체.

국제등록의 소멸

국제사무국

extingu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B(International Bureau)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제등록의 취소 등을 신청한 경우와 국제등록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국제상표

국제출원에서 국제공개, 지정통지서 송부 등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WIPO 내에 두고

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외국 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상표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있음.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등을 말함.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procedures in international bureau

dur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마드리드 시스템의 WIPO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국제출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

국제등록이 유효한 기간. 국제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

등록부에 이를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등록증(항상 국제출원언어로 작성)을 송부하며, 지정국 및 본국관청에

할 수 있고, 디자인의 경우 최초 5년간 유효하며 5년 단위로 갱신가능함.

국제등록을 통보하고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함.

(마드리드시스템) 국제등록의 종속성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dependenc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notification of irregularities

국제등록의 효력은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게 되며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각종 통지서는 의정서(공통규칙 및 시행세칙 포함)에 의한 요건이나 기간에 맞춰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음.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하며 종속기간은 5년임.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하자통지를 받게 되며, 이 경우 통지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고 기간경과로 인해 더 이상 추가적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음.

국제등록일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사법재판소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상의 국제등록일은 일반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날”이지만, 본국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관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국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UN)의 사법기관으로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사무국이 출원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국제등록일은 선출원 및 선등록 여부 판단의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음. 재판소는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기준이 됨. (디자인) 국제출원의 제출일. 다만, 관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이 제출일로부터 1개월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됨.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의 접수일이 출원서의 제출일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 헤이그협정 제5조(2)에 따른 추가적인 필수사항에 관한 하자 때문에 보정서를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제출한 경우 국제등록일은 그 하자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 또는 국제출원의 출원일 중 늦은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날이 됨.

프랑스어로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이며 이를 줄여서
AIPPI로 칭함. 1897년 스위스법에 의해 설립된 UN의 자문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무역거래에 관한 산업

국제라이선싱협회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산업재산권제도 및

LES(Licensing Executive Society) International

기술라이선스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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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비구속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것.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러한 견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표장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외국의 출원인이 자국을 본국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국제출원.

국제상표출원 거절이유 통지기한

notice duration for refusal of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 기한. 만약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가거절’을 의미)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하거나 통지된 거절이유가 사후에 철회
(‘가거절 철회’를 의미)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표장의 보호는 그 체약
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등록된 것과 동일함. 우리나라는 선언에 의해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됨.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에서 필수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함.

국제예비심사기관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각국 특허청과 정부간 기구 중 국제출원의 예비심사를 담당하도록 선정된 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기관과 동일하게 23개 기관이 있음(2019년 1월 현재). 출원인은 한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cf) 국제조사
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국제상표협회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미국 상표협회가 전신이 되어 1993년 창립된 국제적인 상표 관련 협회.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며,
브뤼셀, 산티아고, 상하이, 싱가포르, 워싱턴 D.C 등에 사무국이 있음. 매년 세계 각지에서 연례회의를 개최
하여 주요 이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표권 보호와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인터넷의 주소의 운영에 관한 백서’에 의해 그 해 11월 탄생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프로토콜의 범주와 포트번호를 할당하는 업무를 담당.
또한 유명상표의 도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인가하기도 함.

국제조사

국제소진

international search

international exhaustion

특허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

권리의 소진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 경우 병행수입된 상품은 수입국에서도 권리
소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자는 수입국으로의 병행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됨. cf) 소진원칙(doctrine of
exhaustion) 참조.

국제조사기관은 청구항 전부를 국제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ISR)를 작성해야 하고, 청구항 전부를 국제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작성선언서를 작성하여야 함.

국제조사기간

국제수수료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search

international fee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PCT 조약 제17조(2)(a)의 부작성선언서의 작성기간을 말하며, 국제조사기간은 국제
조사기관이 조사용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으로 함.
cf)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선언서(declaration of non-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earch report)

국제예비심사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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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

[기본수수료(Basic Fee),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와 합산하여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납부하여야 함. 개별수수료는 당해 국가의 국내수수료보다 높을 수 없음.

국제출원에 있어서 선행기술 조사 등을 위하여 PCT 총회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ISA는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견해서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과

국제출원 기본수수료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함. 국제조사기관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2개 국가 특허청 및

basic fe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유럽특허청(EPO)이 있음(2019년 1월 현재).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국제조사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지정국 개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 선택할 수 있음.

납부해야 함. 흑백상표는 653 스위스프랑, 색채상표는 903 스위스프랑.

국제조사문헌

국제출원 사용언어

international search document

prescribed languag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특허 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헌. cf)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ation)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사용되는 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
Office of Origin)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어만을 선택하고 있음.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선언서

이러한 언어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제출원을 국제출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국관청으로

declaration of non-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earch report

되돌려 보냄.

PCT 국제조사에서 모든 청구항의 기술내용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청구된 대상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PCT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그 이유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서식.

국제출원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조사의 대상

해외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 지재권을 보호받기 원하는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search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과 PCT, 마드리드, 헤이그 시스템과 같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행하여짐. 명세서 및 도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국제사무국 혹은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 또는 지정국관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국제출원번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IIPTI(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특허의 PCT 국제출원이나 상표의 마드리드의정서, 디자인의 헤이그 국제출원에 의한 국제출원시 부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교육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 국민 지식재산 교육서비스를 제공

되는 번호.

하고 있음. 또한 WIPO와 KOIC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동 세미나 및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특허문헌센터 [유럽]

외국정부 요청에 의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INPADOC(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
유럽특허청(EPO)이 개발·유지하고 있는 국제특허문서 데이터베이스로, 매주 패밀리특허 및 법률 정보

국제출원 개별수수료

등이 업데이트되고 있음. INPADOC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나라에서 출원되는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및

individual fe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동일한 발명을 공개하는 특허출원 등 패밀리특허 정보와 각국 특허청에서의 진행 정보를 제공함.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에 의거 개별수수료 징수선언을 한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공통규칙상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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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능력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국가, 회사, 학교, 재단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971

법인 등)이 있음.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기술 분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WIPO 주도로 1971년 체결되어 1975년 발효된
국제조약. 동 협정에서 정해진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기술 정보의 정리, 검색 및 배포에 사용됨. 한국은

권리범위확인소송

동 협정에 1999년 10월 8일 가입함. cf) 국제특허분류(IPC)

action to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s
심결 취소소송의 하나로, 권리범위확인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국제특허분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에 따라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75년 10월에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분야별 분류기호로 섹션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 소속 특허

(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의 계층적

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 검색, 배포 및 관리를 통하여 특허문헌을 효율적으로

구분됨. cf)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defens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적극적 권리범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IPC F16K 1 / 00(or 1 / 02)의 경우,

확인심판(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여기서 F는 F섹션(section)에 해당하는 기계공학을 의미하며, 16은 F섹션의 16번째 클래스(class) 기계요소를,
K는 F16의 서브클래스(sub-class)인 밸브, 1 / 00은 F16K의 메인그룹(main group)인 리프트 밸브, 1 / 20은

권리불요구

F16K 1 / 100의 최하위 계층인 서브그룹(sub-group)으로 나사스핀들을 의미함.

disclaimer
특정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공식 진술로서 법정권리 포기와 잔여기간 포기

권리관리정보

(terminal disclaimer)의 두 가지가 있음. 법정권리 포기는 특허 중 무효인 청구항을 권리자가 알게 된 경우에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효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잔여기간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포기는 A특허의 존속기간을 B 특허의 권리만료시로 한정하여 A특허의 잔여 권리기간을 자발적으로

정보, 저작물 등의 이용방법이나 조건에 관한 정보를 말함.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cf)특허권 존속기간의 포기(terminal disclaimer)

권리남용

권리의 수반성

abuse of right

dependence of right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에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 함.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에 기초해서 발생한 다른 권리도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다른 권리의

이용하여 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목적에

목적이 되면 그 파생권리도 함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함.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함. 예를 들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
등)을 특허권자가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권리의 이전 / 양도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실시조건을

transfer of right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나 특허 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말함. 권리이전은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권리능력

(일반승계),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라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leg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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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것으로 치환을 해도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③ 그러한 치환이

right holder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치환할 수 있을 것, ④ 침해품이 특허발명

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이 이에 속함.

출원시 공지된 기술에 해당 할 것, ⑤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 침해품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
되었을 것의 요건이 요구됨. ①~③을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이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④,
⑤는 균등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입증하여야 함.

권리행사 정지 [미국]

unenforceability

그래함 기준 [미국]

미국에서 출원인이 USPTO를 기망할 의도로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선행기술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잘못된
주요정보를 제출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로 보아 모든 청구항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함.

Graham test
미국 특허법 제103조의 발명의 자명성 판단(진보성 판단)에 관한 기준으로, 1966년 Graham v. John
Deere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판결에서 유래함. 즉 발명의 자명성 판단은 미국 특허법 제103조의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neg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특허소송에서 침해자인 피고가 균등론을 적용하여 자신의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객관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1)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2) 선행기술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구항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며, (3) 해당 기술에 대한 일반
적인 기술수준을 파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와 같은 선행적인 단계를 거쳐서 발명의 자명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않는다고 항변하기 위한 요건을 말함.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에는 ①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
아닐 것, ②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것 임. cf) 균등침해의

그랜트 백

요건(requirements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참조.

Grant Back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특허 라이선스계약의 조건으로서 라이선스 실시권자가 라이선스받은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개량발명을 한 경우 이를 라이선스를 허락한 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실시허락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확인대상 발명의 침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근면 [미국]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은 ①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② 치환

diligence

가능성이 있을 것, ③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임 cf)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neg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선발명주의를 택하고 있던(2011년 개정특허법(AIA)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 미국에서 선발명을 입증하기
위해 발명의 완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 예를 들어 A가 발명을 착상(conception)한 날짜가 B 보다
빨랐어도 발명의 완성(reduction to practice)이 B보다 늦은 경우에 A가 선발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B가 착상한 날 이전부터 완성한 날까지 계속적으로 근면한 발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여야 함.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글꼴

넘어서 문언상의 기재와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

typeface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을 포함하는 한 벌의 글자체를 말함.

균등침해의 요건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글꼴의 도안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글꼴을 표현하기 위한 글꼴(font) 파일은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임.

특허권의 균등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②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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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기록매체특허

estoppel

patent for computer readable media

당사자의 일방이 과거에 일정한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 기록매체특허의 청구항은 ‘컴퓨터에 순서A, 순서B,

구축하였는데, 이후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후행의 거동은

순서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해독 가능 기록 매체’ 등으로 작성함.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기본 발명 / 개척 발명
기각 / 각하

basic invention(유사어 : pioneer invention)

dismissal

종래에 유사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기술적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을 말하며

1. 기각 :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2. 각하 : 소가 소송조건을

개척 발명이라고도 함. 이에 비해 개량 발명은 기본 발명에서 용도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개선된 기술적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효과를 보이는 발명을 의미함.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기본디자인
기간의 지연

principal design

delay in meeting certain time limits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때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이 합체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조약 또는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 우편업무의 중단 또는 피할 수 없는 우편물의 망실 또는 우편의 지연으로

중에서 가장 빠른 디자인.

인하여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기본수수료
기능성

basic fee

functionality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내야 하는 수수료.

물품의 용도나 목적에 필수적이거나 그 비용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 통상적으로 기능성 원리에
의해 기능적(실용적)이고 경쟁에 유용한 특성은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상표나 트레이드드레스,

기산일

디자인, 저작권)를 획득할 수 없다고 인지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의 성능이나 작용 등 실용적 기능에 직접적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begins

으로 기여하는 ‘실용적 기능성’과 달리 시각적으로 매력있게 보이는 ‘심미적 기능성’에 대해서는 디자인
에서 적용(보호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시작일.

기속력

기능식 청구항

means-plus function claim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구조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구조에 대한 적합한 일반
명칭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수단’과 같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청구항. 특허법 제42조
제6항은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고 하여 기능을 기재하는 기능식

legal binding force
법원이 일단 선고한 판례(판결, 결정, 명령)를 법원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 법원이 스스로
재판하고서 변경한다면 재판이 반복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기속력을 인정함. 기속력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재판의 경정이 인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46조),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2조).

청구항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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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

기술적 사상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technical idea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보통의 평범한 기술자, 과학자 혹은 디자이너의 기술적 지식과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의 요건 중 하나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개념(사상)이

경험 및 전문성의 수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 내지 반복가능성을 갖춘 수단(기술)으로 나타난 것을 말함.

기술설명회

기술적 사상의 창작

technical explanatory session

creation of technical idea

법원이 기술적 쟁점을 심리하기 위해 변론기일에 앞서 당사자 및 기술전문가를 출석시켜 도면, 실물,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

모형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회의."

또는 사상이면 됨. 즉 발명은 현실적인 수단으로서의 구체성을 가지는 기술이 아닌 장차 기술로서의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됨.

기술심리관

technical examiner

기술적 표장

법관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한 직책.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descriptive mark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

사물이나 상품의 성질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용어로 이루어진 표장. 즉,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가격,

할 수 있음(법원조직법 제54조의2)."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말함.

기술이전 전담사무소

기술적, 영업상의 아이디어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technical or business idea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함.

특허성과는 별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상 아이디어를 총칭. 아직 지재권으로 등록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등을 통해 취득하고 보상없이 독자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transfer of technology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적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

기여분

기술적 보호조치

TPMs(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함. 저작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침해 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apportionment
침해된 특허가 전체 제품의 일부에만 적용되었을 때 전체제품의 가치에 침해부분의 가치가 기여하는
부분.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에서 특허가 기여하는 부분(정도)을
특정해야 함.

기술적 조치들에는 암호화, 시리얼번호 복사 관리 시스템(SCMS),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서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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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침해

Foundation, KCLRF),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contributory infringement

KACC)이 있음.

자기가 제공하는 어떤 수단이 특허권자의 실시(생산 등)에 해당하며 특허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어 특허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 제품의 3D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여

기판력

타인이 제품을 생산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도운 결과가 된 행위가 해당함. cf) 유도침해(induced

res judicata

infringement)

일단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

기일

due date

끼워팔기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답변할 수 있는 지정기간의 최종일.

patent tie-ins
특허 라이선스에서 특허 받지 않은 물품의 구입을 조건부로 하는 것. 이는 불법적 끼워팔기를 위해

기재불비

특허권을 남용하는 독점금지법 위반의 고전적인 형태임.

deficiency in the description / lack of description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이며, 일부 기재불비는 무효사유이기도 함.

기초등록

basic registr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내)상표등록을 말하며 기초출원과 마찬가지로 기초
등록은 2이상일 수 있음.

기초출원

basic applic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을 위해 본국관청에 신청하는 출원을 기초출원이라 함. 이러한
기초출원을 바탕으로 본국관청에서 협정의 체약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 기초출원은 2이상
일 수 있음.

기탁기관

depository institution / authority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시 미생물의 기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의 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 KCCM), 한국세포주은행연구재단 (Korean Cell Li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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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표를 상표의 종류 중 하나로 인정함.

ㄴ

ㄴ

노바티스 의약품 SPC(추가보호증명) 사건 [유럽]

Novartis vs Actavis case
2012년 2월 9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의약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나고야의정서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추가보호증명 / 한국의 의약품관련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

Nagoya Protocal(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제도와 유사)에는 제품(product)에 대하여 기초 특허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므로, i) 유효

국가 간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이익공유, 적용
범위, 의무준수 등 36개 조문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됨.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8월 17일자로 발효됨.

성분(A)을 함유하는 제품이 기초 특허에 의하여 보호 되고, ii) 특허권자가 기초 특허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유효성분(B)을 추가로 함유하는 의약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제품에
부여된 SPC에 근거하여 기초 특허가 소멸한 이후 제3자가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함. 즉, SPC의 보호범위는 제품(product)에 대하여 기초
특허의 보호범위와 동일하므로 기초 특허의 보호 범위 내에서 SPC의 제품(product)에 다른 유효성분을

내국민대우

조합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SPC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음.

national treatment
국제협약의 보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서 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가맹국은 타 가맹국의 국민에게 자

노틸러스-바이오시그 인스트루먼트 사건 [미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의무가 있음. 즉, 조약 동맹국 국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NOTILUS-BIOSIG case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파리협약 제2조 및 제3조, 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

2014년 6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 판결. 심장 맥박 측정장비 관련 특허침해 소송으로 1심
에서는 특허명세서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고, 2심에서는 파기되었으나, 3심 대법원에서는
문제된 특허 청구항인 전극 사이의 ‘거리 관계’ 심리에서 2심에서의 판결기준이었던 ‘이해 가능하고 과도

내국민대우의 원칙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하게 애매하지 않은 수준’ 테스트는 특허법의 명확성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결과 함께 2심
판결이 파기된 사례로, 특허법상의 명확성 요구 조건에 관하여 2심의 판결기준이 대법원에서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사례임.

원칙(파리조약 제2조 및 3조, 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

노하우계약
냄새고갈이론

smell depletion rule
냄새상표의 상표로서의 기능을 부정하는 이론적 배경을 말함.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는 극히 제한

know-how contract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우 주로 제3자에게로 노하우의 유출 금지 등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표 등록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냄새의 고갈이 가능하다면 산업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

new round negotiation

냄새상표

smell mark / olfactory mark / scent mark
비전형상표로서 사람의 후각 기관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장. 2012년 상표법 개정에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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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논의함.

뉴발란스 디자인 침해 사건 [중국]

ㄷ

NewBalance design case

ㄷ

2017년 4.11과 4.12,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16년 뉴발란스가 선전시 신핑헝(新平衡)운동체육용품
유한회사 등 다수의 피고를 대상으로 New Balance 운동화 유명상품 특유의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다국가 1출원시스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개정심리를 하였고, 8월 1심에서는 총 1천만여 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multinational filing system

지출에 대한 배상판결을 함. 뉴발란스는 중국에서 뉴발란스의 중국어 표현인 “新百倫” 상표 취득에 실패
하자 특유의 우측으로 경사진 형상의 “N” 알파벳 디자인의 상표을 기초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였음.
쑤저우중급인민법원이 1심에서 판결한 1천만여 위안의 배상금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상표권
침해 배상금으로 얻은 최고금액임.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서

notification of 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s
국제상표등록출원이 ①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되고 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취소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거절결정 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감축, 취소, 경정 및

통상의 개별국 해외출원 시스템인 1국가 1출원 시스템을 보완하여 여러 나라에서의 등록출원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제도로서 특허는 PCT제도, 상표는 마드리드제도, 디자인은
헤이그제도가 있음.

다류출원

multiple class application / combined class application
둘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하나의 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하는 것.

다물품 [미국]

명의변경의 국제등록일이 거절결정 이전이며,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18월 경과 후 이의

multiple articles

신청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통지일부터 18월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의

우리나라의 한 벌 물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 cf) 한 벌 물품의 디자인(design for a set of articles)

개시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여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되도록 통지하여야 함.

다중종속항
니스협정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multiple dependent claim

Nice Agreement(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의 종속항. 인용하는 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해야 하거나 다중종속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57년 체결됨.

참고).

항은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는 등 청구항을 기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음 (특허법시행령 제5조

니스협정은 국제적으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니스분류)를 사용함으로써 국제 출원 및 등록시
편리함을 제공함. 우선권주장, 다류 1 출원, 복수국가 동시 출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표법조약 및 마드

다항제

리드 의정서 가입을 하려면 니스협정에도 가입해야 함. 우리나라는 니스협정에 1999년 1월 8일 가입하였

multiple claim system

으며, 1998년 3월 1일부터 니스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니스분류는 1류- 34류는 상품 분류, 35류-45류는

출원에 대하여 복수의 청구항을 기재하여 복수의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서비스업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독립항과 이 독립항을 인용하는 하나 이상의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말함.

단독출원

so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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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한 사람인 때 그 발명이 출원된 경우 단독출원이라 하며, 공동출원에 대비되는 개념임. cf) 공동

(Boards of Appeal)이 아닌 통합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함(통합특허법원협정 제32조(1)(i) 및 제47조(7)).

출원(joint application)

단일특허패키지 [유럽]
단면도

Unitary Patent Package

sectional view

유럽단일특허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2개 규칙(단일특허규칙, 단일특허 번역언어 규칙)과 1개

물체를 평면으로 잘랐다고 가정하여 그 내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

협정(통합특허법원협정)을 가리킴. 단일특허규칙은 유럽단일특허의 출원 및 등록절차, 효력, 수수료 등을
규정하며, 단일특허 번역언어 규칙은 EPO의 공식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 통합특허법원협정은 통합특허법원의 법적 지위, 구조 및 구성을 정하고 있음.

단순한 설계변경

workshop modification / simple change of design
실무상 진보성이 부정되는 유형 중 하나.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함에 있어서 서로 대응

단체표장

되는 구성들 사이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거나 추가적인

collective mark

상승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말함.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법인의 소속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단체표장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심볼마크 등이 있음.

단일수단 청구항

single means claim

단항제

청구항에서 발명의 기능과 수단이 결합하여 구별되지 않는 청구항. 발명자가 제한된 실시예를 가지고,

mono claim system / single claim system

청구범위는 모든 생각 가능한 수단을 청구하고 있어 실시가능 요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인 청구항.

일본 구 특허법에서 채택하고 있던 제도로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만을 하나의 항으로

예를 들어 “전자장의 동기력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부호, 문자를 전송하는 수단”이라고 작성된 청구항은

기재하도록 한 것. 우리나라 특허법도 1981년까지는 단항제를 실시함.

단일수단 청구항으로 무효가 됨.

답변서
단일특허보호지침 [유럽]

reply brief

URP(Rules relating to Unitary Patent Protection)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어서 제출하는 서면.

유럽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을 위해 유럽특허청(EPO)내에 단일특허부(Unitary Patent Division) 설립 및 EPO가

답변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실시해야 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 URP는 번역비 보상제도, 권리의 라이선스(LOR), 갱신
수수료, 단일특허 취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특허청) 단일특허부 [유럽]

당사자 능력

capacity to be a party
재판 또는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

Unitary Patent Division

즉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소송 절차에 있어 당사자 능력을 가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유럽단일특허제도 실시를 위해 유럽특허청(EPO) 내에 신설된 특별 부서. 단일특허보호지침(UPR) 제1조(1)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짐.

따라 참가회원국들이 위임한 단일특허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함. 따라서 EPO는 기존 유럽특허조약
(EPC)에 규정된 절차들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EPO의 기존의 부서들과 단일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계 심판

단일특허부로 이원화됨. 단일특허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EPO의 특허심판원

inter parties trial / inter parte appeal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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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미국]

대리권의 불소멸

non-extinguishment of power of attorney
대리제도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신뢰관계의 존속을 기초로 허용되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

IPR(Inter Partes Reexamination)

사망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됨(민법 제127조). 그러나 특허법은 민법의 대리제도와는 달리 대리인을 선임한

제3자가 특허청이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추가적인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등록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본인 등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특허법 제8조).

ㄷ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재심사 청구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IPR은 2012년 미국발명법(AIA)의 시행으로 ‘Inter Partes Review’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대리인 작업서류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담당함.

attorney work product

당사자계무효심판 [미국]

소송을 예상하거나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사나 그 대리인이 준비하는 서류. 이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IPR(Inter Partes Review)
미국발명법(AIA)에서 종전 당사자계 재심사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 이해당사자는 특허 등록일로

대리인

부터 9개월 또는 PGR(Post-Grant Review) 절차 종료일 이후에, 특허·간행물에 기재한 무효사유를 이유로

agent

신청할 수 있으며, 무효의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PTAB)이
절차를 개시한 후 무효 여부를 판단함. PTAB 결정 이후에는 IPR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증거로는 모든 심판·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 cf) 등록 후 무효심판(PGR), 금반언(Estoppel)

대리권을 가진 자.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권된 대리권
(민법 제120조, 제128조)에 기한 대리인을 말하며, 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인을 말함.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는 다르고
법인의 사자, 대표와도 다름. 대리인의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당사자소송

있음(민법 제117조).

Inter parties litigation
당사자 소송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주의 또는 당사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대리인의 변경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함.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음.

replacement / change of agent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적격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standing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

특정의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피고적격과 원고적격이 있음.

대리행위

representation activities

당사자참가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행함.

intervention as a party
당사자 사이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현재 계속 중인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에 당사자

대여

로서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leasing
양도와 달리 물건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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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권

대표자, 대리인

rental right / right to distribute by rent

representative

저작물이나 음반의 복제물이 영리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인정

2인 이상이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복수당사자 각자는 본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되는 권리.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음. 대리인은 ‘agent’ 참조.

대위

대한변리사회

subrogation

KPAA(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함.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변리사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1946년

ㄷ

조선변리사회를 창설하고, 1947년 한국변리사회로 개칭한 후 1962년 대한변리사회를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대체 [미국]

substitute
대체란 출원 또는 출원 서류를 보정 등의 이유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선서(oath) 또는 선언(declaration)의

데이터독점

기재가 불비하여 새로운 선서 또는 선언의 제출을 행하는 경우, 명세서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data exclusivity

관의 서류철에서 특허사본이 분실된 경우 등에 대체가 이루어짐.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임상자료를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미국 식품의약품법(The Food and Drug Act)상 신물질 의약품은 시판허가 받은

대체

날로부터 5년, 새로운 용도에 관한 의약품은 시판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임.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을

replacement

모델로 하여 직접적으로 자료독점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기존의 신약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지정국 내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함과
동시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도 국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본인의 국내 선등록상표를 대체함.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대체
되는 지정국 내 본인의 선등록상표는 병존함.

간접적으로 자료독점권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초로 허가받은 신물질 의약품 및
그 외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해서는 6년간, 기존의 의약품에 새로운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의약품에 대해
서는 4년간 보호하고 있음.

데이터베이스 보호

대체적 분쟁해결

database protecti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사법적 구제수단인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settlement),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제도가 있음.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함. 데이터베이스 중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적은 노력
으로 데이터의 추출, 복제 및 재이용이 가능한 컴퓨터에 의하여 자료를 저장·추출할 수 있는 형태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형태로 제작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있음.

대체출원 [미국]

substitute application
미국 특허출원 형태 중 하나의 종류로, 원래출원이 취하된 후 그 출원의 본질내용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함. 대체출원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이 없음. 선발명주의 하에서 운용되던 제도.

도달주의

principle of arrival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본다는 것.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례의 하나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반대 개념은 발송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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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ing theory, mail-box theory)임.

도형분류코드

figure code

도메인 이름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도형,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색채, 동작, 홀로그램, 소리ㆍ냄새 등을 시각적인

domain name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구성요소를 비엔나분류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6자리의 숫자로 기호

인터넷상의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제1조 제5호). 인터넷

화한 것

ㄷ

주소가 본래 숫자(예: 192.91.247.53)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이 인지 또는 기억하기가 어려워 사용
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져온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용이한 형태 즉, 문자 또는 숫자의 결합으로

도형상표

만든 주소(예: www.kipo.go.kr)를 사용하게 됨.

figurative mark
동식물, 천체, 기물 등 사실적인 형상을 도안화한 것 또는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된 상표.

도면

drawing

도형저작물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발명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명세서의 보조자료로 사용됨. 도면은

diagrammatic work

발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발명과 같이 도면이 불필요하거나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 평면적
설계도·분석표·그래프·도해 등 또는 입체적 지구본·인체도형·동물모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음.

도면의 간단한 설명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독점

특허 명세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도면을 설명하기 위해 기재되는 것으로, 도면이 구체적으로 나타

monopoly

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첨부 도면의 종류, 도시 상태 및 도시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기재하게 됨.

특정 상품의 거래 또는 특정의 활동을 권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역사적으로는 과거 영국제도에서 유래한
특정 물건의 매매, 제조 등에 관하여 국왕으로부터 부여된 특권을 의미하였음. 최근에는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가격을 독점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독점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도면의 생략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omission of views
디자인에서 정면도와 배면도, 좌측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일하거나 대칭일

독점금지법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해당이유를 기재하고 각각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음.

anti-trust law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도하개발 아젠다

위한 법으로서 국내법상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임. 미국의 연방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독점금지법에는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튼법(Clayt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다자무역협상. WTO는

Commission Act)이 있음. 2017년 1월 20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필수특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SEP)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퀄컴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퀄컴은

이름대신 동 이름을 채택함. 이는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개발 측면을 반영한 결과이며, 농업과 비농산물,

삼성, 인텔 등 타 기업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를 거부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남(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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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배타권

동물특허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animal patent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만이 그 권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경우 타인이

동물 그 자체, 동물의 일부분 또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것에 관한 특허. 영국 로슬린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탄생을 계기로 국내외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협의로는 동물 자체 및 그것을 만드는

그 실시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법에 관한 특허만을 지칭.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은 동물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 핀란드

수 있음.

등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 동물에 대한 세계최초의 특허는 1988년 미국에서 허여된 이른바 하버드
마우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6월 서울대 서정선 교수가 국내최초로 당뇨병발생 유전자 이식
마우스에 대해 특허를 받았음.

독점적 통상실시권

sole-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계약에서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동시계류 중인 출원

약속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권리.

co-pending application
동일 출원인에 의해 특허청에 동시에 진행 중인 복수의 출원.

독특한 특징 [미국]

characteristic features

동일성유지권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비자명성을 가지는 특징이라고 출원인이 생각하는 디자인의 특정한

right to the integrity

특징.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독특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는 저작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음

sui generis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법학에서 주로 새로운 제도, 특별한 보호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라틴어를 말함.

동일인출원 [미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companion applications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같은 출원인에 의한 출원.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회원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일자 출원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10개국임.

application filed on same day
출원일이 같은 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동맹국 / 회원국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동일·유사한 상품에

member state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국제조약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입국 또는 회원국.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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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동작상표

등기 / 등록

motion mark / movement mark

registration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 동작상표는 실거래사회에서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등록)부에 권리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대부분 영화나 TV,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 특정 동작에 의하여 자타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

의미함.

ㄷ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콜롬비아 영화사에게 배급한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움직
이는 로고가 있음.

등록 후 무효심판 [미국]

PGR(Post-Grant Review)

동적 디자인

미국 개정특허법(AIA)에서 도입된 등록 후 무효심판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

transitional / dynamic design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임. cf)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형태가 변화하는 각각의 단계가 아니라 변화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으로서 움직임에
있어 형태적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디자인을 의미함.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 의자의

등록가능성

외관 디자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동적디자인은 출원시 변화 전후 상태의 도면을 도시하고 디자인의

allowability

설명란에 변화 전후 상태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함.

출원이 등록허여를 위한 요건을 만족한 상태를 의미. 미국특허상표청은 그러한 상태에 놓인 출원에 대해
출원인에게 ‘Notice of Allowability’를 발송함(미국 특허심사기준1302.3.).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출원에

동적 화상디자인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특허결정을 하여야 함.

dynamic GUI
화상의 움직임에 있어 형태적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디자인. 동적 화상디자인은

등록결정

출원 시 변화전후 상태의 도면을 도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 전후 상태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함.

decision of registration / allowance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종상품

행정처분.

like product
GATT 등 대다수 WTO협정에는 동종상품의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통일된 의견도 없어 논쟁의

등록공고

대상이 되는 개념임. 실제로 무역 분쟁에 있어서 “동종상품이란 현실적으로 비슷한 상품을 의미한다” 는

publication of registration

포괄적인 정의 아래 국제무역 여건과 사안별로 이를 해석하게 됨.

등록확정된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하는 행위. 등록공고는 일반인에게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반인에게 일정기간 이의 / 취소신청을 인정하여 심사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듀퐁사건 [미국]

위한 제도임.

Du Pont v. Christopher case
듀퐁사가 영업비밀로 지정한 화학품 제조공장의 건설현장의 비행촬영도 영업비밀의 부당취득으로 판결한

등록료의 불납

사건. 공장시설 자체에 대하여 지상접근만을 통제할 뿐 공중접근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하며,

default of registration fee

만일 미완성의 공장시설에 지붕이나 덮개를 씌워서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
되며 영업비밀은 그러한 엄격한 의미의 비밀성과 관리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사진가의
공중촬영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400 U.S. 102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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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

주지저명상표 보호 등).

registered title holder
등록원부 상에 권리자로 된 사람.

등록증의 정정

correction of certification
등록배제 효

특허증이나 상표등록증이 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않은 경우에 이를 수정하여 바로잡는 것을

effect of exclusion of registration

의미함. 이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하여 발급하거나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상표가 설정등록되면 제3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함. 또한 그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제3자의 출원상표를 등록해 줄

등록취소

경우 등록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제3자에 의한 상표등록이 배제됨.

특허의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이 특허등록 되었거나, 취소사유가 특허등록 후에 발견된 경우에
이미 등록된 특허를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함.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의 표시

아닌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됨,

indic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디올향수 등록사건 [중국]

수 있음.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Dior case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됨. 다만,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2018.4.26 최고인민법원은 크리스찬디올 향수회사가 제기한 상표거절복심취소송 판결에서 상표평심

의무는 아님(상표법 제222조).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행정절차 정당성의 원칙을 위배했고, 행정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이익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디올상표 등록거절은 부당하다고 결정함. 본 사건은 입체상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제

등록원부

등록에 근거하여 중국내에서 보호범위 연장을 인정한 판례로서, 중국이 국제상표신청인의 합법적인

register

권리를 내국인과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판례로 인용되고 있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예고등록 또는 신탁 등 소정의 사항을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의 존재 및 권리관계의 변동을 공시하기 위해 특허청에 비치된 공부.

디자인

design / industrial design
등록유지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

maintenance fees

보호법 제2조 제1호).

특허권 등 지재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권리 부여 후 정해진 기간에 특허청에 내야하는 비용.

디자인권

등록주의

design right

principle of registration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디자인권의 존속

특허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칙. 상표의 경우, 상표가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함.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현실로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 등록을 허용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사용주의도 가미되어 있음(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불사용 상표 취소,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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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디자인등록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는 제11판 기준 32개의 류(classes)와 211개의 하위류(subclasses)를 두고 있음.

design registration

상품별류와 하위류를 알파벳순서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총 5,387개의 상품류를 정해 놓고 있음. 현재 55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추어야 함(디자인
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나,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 있음(디자인
보호법 제34조).

개국의 회원국(Contracting Parties)을 두고 있으며 많은 국가의 특허청이 동 협정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특히 헤이그 시스템도 동 협정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1968년 체결되어 1979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
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협정에 가입함.

ㄷ

디자인의 유사

similarity of design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2개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표현된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

division of design applications

성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2 이상의 디자인이 하나의 디자인 등록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50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opposition for registration of a partially-examined design
디자인보호법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Design Protection Act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누구든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1호로 제정됨. 디자인등록 출원, 등록, 심사요건 및 디자인권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

registration of a partially-examined design

line that does not constitute a design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파선, 중심선, 내용설명의 지시선, 음영선 등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선.

제2조 제6호). 디자인 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형식적 또는 방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의 유무효는 등록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상급기관(심판원 또는 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제도임. 디자인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디자인의 구성요건

component of design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심사의 대상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품성(물품에 표현될 것),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출원 대상물품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시각을 통한 것), 심미성(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갖추어야 함.

article to which the design is applied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디자인이 체화된 물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물품에
화체 되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됨.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 관련 국제 협정. 동 협정에서 채택된 로카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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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분류

ㄹ

Locarno classification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 로카르노 분류는 매 2년 단위로
개정되며 2019년 1월부터 제12판 분류가 시행되고 있음.

라벨 라이선스

루스 클라우스 사건 [유럽]

label license

Loose Klaus case

특허제품 또는 방법특허에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에 고지함으로써 제품구입자에게 허락하는 방식의 특허

1990년 11월 9일 독일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자동차 세차장치 관련 발명을 청구항

라이선스.

으로 하는 유럽특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중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의 자동차 세차 설비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

라벨

사건 특허의 상세한 설명 기재를 고려할 때, 피고의 자동차 세차 설비에서 생략된 구성 요소는 이 사건

label

특허 청구범위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필수구성 요소를 다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 등의 유형적 복제물,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35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서, 사용허락 문서, 등록카드 등이 라벨의 개념에 포함됨.

부품으로 교체한 피고의 물품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루이비통-100홀세일즈닷컴 사건 [미국]

Louis Vuitton-100WHOLESALES case
라페이-라페이주좡 사건 [중국]

2013년 3월 미플로리다남부지방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Louis Vuitton사는 상표침해 등을 이유로

Lafite case

인터넷으로 원고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100WHOLESALE.COM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으로, 원고는

2016.12.23. 최고인민법원은 중문, 영문상표의 유사성 판단 및 안정된 시장질서 형성 여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용상표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라페이주좡(拉菲酒莊)이 다년간 상업 경영활동을
통해 객관적으로“라페이(拉菲)”와 ""LAFITE"" 사이에 확고한 관계를 구축했음을 인정하고 쟁의상표와 인용
상표는 유사상표임을 인정함. 또한, 이미 등록 후 일정기간 사용한 상표에 대해서는 이 상표 사용을 통해
시장의 명성(지명도)이 높게 유지가 되었는지 여부와 자신과 관련된 공중 집단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가

louivuittonreplica.net, knockofflouisvuittonhandbags.com 등에서 피고의 상품을 주문하여 전문가를 통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상품들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함. 법원은 원고가 합법적이고 유효한 상표를
보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상표로 광고, 판매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판매한 상품들은 원고의 것과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를 판결함.

중요한 것이지 결코 상표 사용 기간이 오래되었는지의 단일한 요소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리바이스-아베크롬비 사건 [미국]

상표 사용 행위로 인해 공중들이 등록 후 일정기간 사용한 상표와 관련 상표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

LEVIS-Abercrombie case

여부, 즉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라 밝힘.

2013년 6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청바지 제조업체인 Levi Strauss사는 상표로
등록된 ‘stitching design’을 청바지 주머니에 백 년 이상 사용해 왔으며, Abercrombie사의 유사한 ‘mirror

로열티 스택킹

image stitching design’의 청바지 상표등록 및 제품 적용과 상표등록에 따라 상표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

royalty stacking

하였는데, 1심은 Abercrombie사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Abercrombie

하나의 제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특허권
마다 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실시료 지급의 부담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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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마이크로소프트-모토롤라 사건 [미국]

ㅁ

MICROSOFT-MOTOROLA case
2015년 7월 미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손해배상 판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로열티가 과하게 책정되어
FRAND 협약을 위반한다며 모토로라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항소법원은 모토로라의 FRAND 협약상
존재하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또한 로열티율은

마드리드 모니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아닌 계약의무위반이므로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모토로라가 주장한 특허법

Madrid Monitor

제284조의 ‘합리적인 로열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를 통한 국제등록 건에 대한 심사 및 관리를 위해 WIPO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서 종전의 ROMARIN, the 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 Madrid E-Alert and

마쿠쉬형 청구범위기재방식

Real-Time Status를 통합한 프로그램.

Markush claim

ㅁ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표현이 인정되지 않지만 화학분야 등 일부 분야의 발명에

마드리드 시스템

있어서 발명이 2이상의 병렬적 개념에 상당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발명의 개념이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Madrid system

청구범위 기재방식임. 즉 ‘A, B, C 및 D로 부터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selected from the group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상표출원 시스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표장 등록

international register of marks under the madrid system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에 국제사무국은 방식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국제등록부에 이를 등록한 후 지정 체약당사자 및 본국관청에 국제등록을 통보하고 WIPO 공보에 게재
함. 마드리드시스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서
관리됨.

consisting of A, B, C and D)’의 형태로 표현되는 형식.

마크맨 히어링 [미국]

markman hearing
미국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특허소송에
있어서 확실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이 절차를 거치고 있음.

매복 마케팅

ambush marketing
마드리드의정서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행사나 스포츠 스타를 마치 자기 회사와

Madrid Protocol(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관계가 있거나 자기 회사가 후원하는 것처럼 선전, 광고하는 행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마드리드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인 국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1995년에
채택된 의정서. 마드리드협정이 성립된 이후 100년이 지나도록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 등

행사에서 종종 발생함. 일례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SK텔레콤은 '붉은 악마' 캠페인을 통해 공식
스폰서로 지정된 KT를 제치고 마케팅 효과를 본 바 있음.

무심사주의 국가 또는 이에 가까운 심사를 하는 국가만 참여함으로써 범국제적인 등록제도로 발전하지

멀티타임머신-아마존 사건 [미국]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됨. 마드리드의정서는 불어 외에 영어도 공식언어로 채택하였고 국내의

Multitimemachine-AMAZON case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심사주의 국가와 심사주의

2015년 6월 미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국방 무늬 시계를 제조하는 원고 Multi

국가 간의 불균형을 시정함. 국제등록이 소멸한 경우에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인이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time Machine은 상표침해를 이유로 Amazo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1심은 Amazon이 Multi time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공동체(EC)와 같은 정부 간 기구도 가입할 수 있게 함. 우리나라는 2003년에 가입함.

Machine 상품 대신 타사의 상품을 검색결과로 표시하였지만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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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으나, 항소법원은 Amazon이 항소인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개의 검색 결과를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원인은 존재하나 사실상의 손해나 침해의 발생을 입중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의

나타나게 하였고, 이 중에는 경쟁사의 유사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명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것.

있다고 판시하여 1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미국]
메리야스 편직기사건 [일본]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Meriyasu Knitting Machine case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요구되는 중간 강도의 증명

1976년 3월 10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昭和 42年(行ツ) 28)로서, 지재권

정도. 흔히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ence of evidence)보다는 높은 정도의

분야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대법정(전원합의체) 판결임.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심결취소소송

입증이나,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sonable doubt)

에서는 항고심판절차에서 심리 판단되지 않았던 공지사실과의 대비를 통한 무효원인은, 심결의 적법

보다는 낮은 정도의 입증책임 정도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거절심결과 관련하여 심리
범위에 대한 무제한설의 일반론을 판시한 기존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음. 이 판결을 계기로

명세서 기재요건

일본에서는, 특허청의 심판단계에서 심리판단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description requirement

없다는 ‘심리범위 제한설’이 정착되었음.

ㅁ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메타테크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42조 제3항).

metatags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자가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할 때 검색자가 원하는 웹페이지가

명세서

선별되도록 웹페이지에 삽입된 색인어.

specification / description
발명자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 내용을 작성한 문서. 명세서에는

명목상 사용 [미국]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해야 함.

token use
미국 상표법상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상업적 사용(the ordinary course of trade)을 요구하

명세서의 기재불비

는데, 실질적인 상업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및 상표의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상

lack of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명목상의 실시

모노그램 상표

nominal working
지재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당해 기술에 대하여 상업상 실시를 하지 않거나 외관상의
실시 형태만을 갖춘 실시의 형태.

monogram mark
문자를 도형화한 것으로 구성된 표장.

모양

명목손해배상

pattern

nomin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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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

무권리자

misappropriated application

unentitled person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부여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말함.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발명자 또는 디자인

승계 받지 않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의미함. 이러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의미함(특허법

등록되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34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cf)모인출원(misappropriated application)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면 모인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음.

무명저작물
모조품

anonymous work

knock-off

저작물에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것. 무명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특허,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혹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나 제품을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본떠서

사망시점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확정이 용이한 저작물의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상품.

그로부터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함.

모출원

무방비 사용권설정

parent application

naked licensing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의 기본이 되는 원출원. ‘original application’이라고도 함.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사용권만을 설정하고 그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상품에 사용
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사용권 설정을 의미함. 상표권자가 라이선스를

모티브

부여 받은 자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방비 사용권

motive

설정으로 판단되어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어원적으로 모티브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나 동기를 의미함. 디자인권은 이러한 모티브가
구체적인 형태로 특정되어 물품에 표현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며 모티브 또는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음.

계약 체결시 해당 상표의 품질관리에 대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함.

무상의 비배타적 실시권

shop right
몬산토 농약발명 특허침해 사건 [유럽]

직무발명에 있어 사용자가 대가없이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발명을 임무로 고용되지 않은 일반

Monsanto vs Stauffer Chemical case

종업원이라도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자금 등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에

1985년 6월 11일 영국고등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영리목적의 실시가 아닌 ‘실험적 실시’에 한정됨을 주장. 항소법원은 농약 발명에 관한

대해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이 사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특허 침해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실시를 하는 것은 실험실 또는 온실에서

무성반복생식

얻은 결과가 다른 조건에서도 얻어 지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실험적 실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인정

asexual reproduction

하였음. 그러나, 제3자에게 입증하기 위해 하는 시도 또는 제3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축적하기

무성생식은 감수분열, 수정 등을 거치지 않는 생식을 말함. 식물에서는 개체가 분열, 발아, 꺾꽂이 등으로

위해 하는 시도는 '실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고 따라서, 특허 침해자 자신의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구 특허법에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식물은 무성반복생식을 할 수

농장이 아닌 다른 농장에서 특허침해자가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의

있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2006년 3월 3일자 개정 특허법에서는 무성 / 유성 생식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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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주의 국가

무효가 될 수 있는 합리적 개연성 [미국]

non-examination countries

re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

출원상표를 심사할 때 상표의 구성 요건 등 절대적인 상표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는 하여도 선등록이나

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 IPR의 대상이 된 청구항 중 적어도

선출원 유사상표 등 상대적 상표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등록결정을 하는 국가.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가능성이 인정될 때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등록 후 무효심판(PGR)의 경우에는 절차 개시의 요건으로 합리적 개연성외에 더 나아가 무효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 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가능성이 더 높은 가능성(more likely than not)까지 요구됨.

TRIPs 협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임. 종전에

무효심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trial on invalidity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음. 이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문제가 대두됨에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법

따라 지식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됨. TRIPs

제71조).

협정은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고, 총 7부, 7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
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nonexclusive license due to working befor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특허원부에 등록되기 이전에 자기의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지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그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타인의

참조.

특허권이 존재하더라고 실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이 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현존하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며(특허법 제104조), 이를 강학상 중용권이라고 함.

무역장벽보고서

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무효의 소급효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retroactivity of invalidity

EU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USTR이 파악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임.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 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함. 다만, 무효
사유 중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멸함.

무용저작물

choreographic work

무효의

음악에 맞출 수 있도록 창작된 무대 춤이나 기타 정형화된 행동의 연속동작으로 구성된 저작물. 저작권

null and void

법상 무용저작물은 연극저작물의 유형으로 분류됨(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샤이보이 안무 사건에

보통 두 단어가 동시에 붙어 쓰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아무도 구속할

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에서 안무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cf) 연극

수 없는 상태를 말함.

저작물(theatric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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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적 침해

물품성

literal infringement

article property

특허를 침해하는 물건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하여 특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결합관계를

디자인이 물품에 표현 또는 화체되어야 한다는 요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동일영역에서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의 구성요건을 전부 이용하여야

때문에 디자인이 물품에 화체 되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됨.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함.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문언적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균등영역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저작권 보호대상이고 디자인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미키마우스가 프린팅된

에서의 침해인지를 검토하게 됨.

컵 등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함.

문자상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letter mark / word mark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of the relevant article

한글, 한자, 외국어, 로마자, 숫자 등의 문자로 구성된 상표.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또는 물품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등을 말함(디자인 보호법 제34조 제4호).
예를 들어 규격봉투, USB 규격포트 등을 들 수 있음.

물질이전계약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

물품의 부분

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part of an article
물품 전체 가운데에서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을 말함.

물질특허

substance patent

미공개정보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질에 특허를 부여한 것을 말함. 일반적인 화학물질 이외에도

undisclosed information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됨.

물품

미국 개정특허법 / 미국 발명법 [미국]

article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이라 함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함.

2011년 9월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 개정 특허법. AIA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의 관점에서 미국이 200년
이상 유지해오던 선발명주의를 변경하여 선출원주의를 도입함.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제3자가 특허등록

물품명칭

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모든 특허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Post-Grant Review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indication of product

그 기간 이후에는 Inter Parte Review 절차로 다툴 수 있게 함. 이외 선사용 항변 인정, 소송당사자 병합요건

디자인이 적용되고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출원 시 물품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을 적되,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강화, 변호사 자문 규정 등을 법제화함.

사용하는 명칭이어야 함. 일반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디자인

미국 관세법 제337조 [미국]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함.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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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

까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수록하고 있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연방상표법 / 랜햄법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Lanham Act

미국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내생산, 고용,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인을 조사하며 광범위한 권한을

상표등록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로부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에 제정됨. 미국법

갖는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로 구성된 준사법기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의 조사 및 판단을

15 USC §1051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의 등록 및 보호, 미등록상표, 상호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행하며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를 세관당국에 지시할 수 있음.

보호, 허위광고와 상거래 비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미국 대법원 판례집 [미국]

미국 종합무역법

U.S.L.Ed.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미국 Lawyers Operative Publishing사에서 발간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집. 'The United States Supreme

대외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통상법. 이

Court Reporters, Lawyers Edition'을 줄여서 U.S.L.Ed로 인용함.

법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

ㅁ

하고 조사, 협상을 하도록 의무화시킨 이른바 ‘special 301조’의 신설 등을 통해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

미국 모조상품방지소비자보호법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하고 있음.

모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제안되어 1996년 7월

미국 지식재산권법 협회

3일자로 미국에서 발효된 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민사적 구제의 강화 및 단속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1897년에 회원들 간 교류증진 및 지식재산권의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됨. 미국 특허상표청이 소재한 버지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니아 주 알링톤에 위치함. 40여 개의 분과위원회(committees)를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을 제안하고 회원들에게 지식재산권과 변리사의 윤리기준 등을 교육함.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수립 및 국제통상협력을 조정·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
들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교역국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하였을

미국 통일법전 [미국]

때 취하는 조치를 담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 cf)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U.S.C.(United States Code)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성문법전으로 특허법은 Title 35, 상표법은 Title 15로 분류되어 있음.

미국 발명자보호법

AIPA(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미국 특허 판례모음집 [미국]

1999년 11월 29일 제정된 미국의 특허 일부 개정법으로서 출원공개제도, 당사자계 재심사제도(Inter Parties

U.S.P.Q.(United States Patents Quarterly)

Reexamination), 계속심사제도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도입하였음.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에서 출판하는 미국 판례모음집으로, 1913년부터 현재까지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가 수록됨.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지 [미국]

S.Ct(Supreme Court Reporter)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West Publishing Company가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발간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지. 1790년부터 현재

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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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조직으로 특허, 상표의 심사 및 등록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

2013년 6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유효성소송 판결. 유방암과 난소암 진단방법과 관련된 DNA특허의

하는 연방조직. 197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시에 본부가 위치해 있음. 특허 및

유효성에 대한 소송에서 특허등록 대상에 관한 이슈로 특허법 제101조는 ‘새롭고 유용한 발명’은 특허의

상표의 심사 외에도 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 EPO 등 관련 지재권 기관과의 국제협력, 미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법칙, 현상 및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및 개도국 대상 지식재산 교육 실시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기된 DNA발명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DNA 부분은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고
인공 합성된 cDNA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등록대상임을 확인한 사례임.

미국 특허심판원 [미국]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미생물 기탁

미국특허상표청의 기관으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deposit of microorganisms

등록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등을 수행함.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미생물 기탁제도는 기탁기관에 기탁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실시할

미국 특허출원정보검색 [미국]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반고객에게 특허등록 및 출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미생물 발명

PAIR에는 Public과 Private 두 종류가 있으며, Public PAIR은 등록특허 및 공개출원 정보를 제공하며,

microorganism invention

Private PAIR은 계류 중인 출원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의 발명을 총칭하는
개념임.

미국의 약식신약허가신청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미생물기탁제도

제네릭의약품의 시판허가 신청 시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입증자료만 제출하고,

microorganism deposit system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시험 데이터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판허가 시 제출되었던 자료를 인용할 수

미생물기탁(deposit of micro-organisms) 참조.

있도록 하는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방식을 말함. 임상시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오리
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미술저작물

artistic work

미발행저작물

인간의 사상,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unpublished work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들이 이에 포함됨(저작권법 제4조제4호).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을 의미. 저작물이 발행 이외의 방법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발행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그 저작물은 법적으로 미발행저작물이라 함. 미발행저작물의 경우 각국에서는

미완성 발명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cf) 발행(publish)

incomplete invention

미분자병리학회-미리어드 사건 [미국]

AMP-Miriu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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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미활용특허

paper patent
발명이 상업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용되지 않는 특허.

ㅂ

민·형사상의 책임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바이-돌 법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적인 책임.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Bayh-Dole Act

등의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징역, 벌금형이 과해짐.

특허와 상표의 개정법(Patent and Trademark Law Amendments Act)으로 불리는 바이-돌 법은 1980년에
미국에서 제정되었으며,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학, 공공연구소 등이 그들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민사소송절차

특허를 받게 하고 특허권을 민간에 라이선스할 수 있게 함. 이 법을 통해 개인 혹은 국가에 귀속되던

civil procedure

지식재산권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법인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대학의 특허 출원이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절차는 일반법원의 관할이며, 구체적인 절차로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등이 있음.

활발해지는 계기가 됨.

ㅂ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민사적 구제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right

civil remedy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

설계도면의 창작자가 해당 반도체 배치설계를 등록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함.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법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보호함.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1992년 8월 제정된 법률.

반려처분

return
서류 따위를 제출한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는 처분.

반박제도 [미국]

traverse
거절이유 또는 심사관의 한정요구(requirement of restriction)에 대해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통하여 반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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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한국의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과 유사함. cf) 한정요구(requirement

발명의 단일성 / 1특허출원의 원칙

of restriction), 의견서(written argument / opinion)

unity of invention / single patent application
하나의 발명 또는 상호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만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반소

있게 하는 것을 말함. 발명의 단일성을 위반한 출원은 특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특허등록이 거절됨.

counterclaim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에 반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

발명의 사용

use of invention

반의사불벌죄

특허권자는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발명의 사용은 이러한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특허권의 실시형태의 하나임(특허법 제2조 제3호). 사용은 특허가 포함된 기계를 사용하여 어떤 제품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가 가해자의

만드는 행위처럼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실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폭행죄, 과실치상죄가 이에 해당함.

발명의 설명

ㅂ

반특허주의 [미국]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ti-patent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특허

미국에서 1930년 대공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말함. 이 시기에는

청구항의 기초가 됨.

특허권자에 대한 과보호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특허권의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하였음.
일례로 1930년 미국 정부는 법무부의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 of the Justice Department)과 연방거래

발명의 완성 / 구체화 [미국]

위원회(FTC)에 anti-patent 소송만을 위한 특수조직을 만들었고, 1958년 미국 의회는 ‘특허제도가 미국

reduction to practice

경제에 미치는 영향(American Economic Review of the Patent System)’ 보고서에서 특허에 의해 창출
되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결론내리기도 함.

발견 / 증거개시절차 [미국]

discovery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미국에서 발명을 누가 먼저 완성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발명의 과정
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단계를 말함. 발명의 완성은 사실상의 발명의 완성 (actual
reduction to practice)과 추정상의 발명의 완성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이 있음. 사실상의 발명의
완성은 물품의 물리적 구조나 방법의 절차가 발명이 의도한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함. 추정
상의 발명의 완성일은 특허출원일을 말함.

(발견)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발견 그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증거개시절차) 미국 소송절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에 요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강제

발명의 은폐 [미국]

개시 절차. 통상적으로 심문, 서류제출요구, 증거서류제출, 녹취 등을 활용함.

suppression of invention
미국에서 어떤 발명가가 고의로 발명을 숨기거나, 발명 후 적절한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명

발명이 공지되지 않게 하는 경우를 말함.

invention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발명자

inventor
진실로 발명을 한 자연인으로 해당 발명의 창작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을 말하며,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394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한영사전

395

자금제공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

권리와 방송된 저작물을 원래의 방송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유선 또는 재방송에 의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과, 방송된 저작물을 확성기 또는 기호, 음, 영상을 전하는 기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
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허가권을 말함.

발명자증

inventors certificates
발명의 실시권은 국가에 속하고 발명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명예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서류를 말함.

방식심사

발명자제도는 구소련 등 과거의 동구제국 및 북한에서 자국민에게 특허권 대신 발명에 대한 보상적 차원

formality examination

에서 인정함.

출원인, 대리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 방식 및 첨부서류, 수수료 납부 사항 등 절차에 대한
흠결유무를 심사하는 것.

발신주의

sending theory / dispatch theory / mail-box theory

방어상표

계약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는 멀리 떨어진 상대방에게 해당 의사표시를

defensive trademark

발신한 때(예를 들어, 서신을 우체통에 넣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을 말함. cf) 도달주의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

(principle of arrival), 요지주의(acknowledgement theory)

받는 제도.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상표 ‘요맘때’의 방어상표로서 ‘그맘때’, ‘이맘때’가 등록됨.

발행

방해특허

publish

nuisance patent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 배포하는 것.

보호범위나 영업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쟁업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득한 특허를 말함.

방법청구항

배경기술

process claim

background art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또는 제어방법 등과 같이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아니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출원된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 2011년 7월 이후 특허출원서에

청구항의 형식.

첨부되는 명세서에는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여야 함.

방송

배면도

broadcasting

back / rear view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의 반대인 뒤쪽에서 보이는 면.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무선 통신에 의한 방송뿐만 아니라 유선 통신에 의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배심제

jury

방송권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right to broadcast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우리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또는 기호ㆍ음ㆍ영상의 무선송신을 수단으로 하여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가할

나라의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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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배타적 발행권

미합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상표보호를 위해 1910년에 체결된 조약. 1923년과 1929년에 각각

exclusive publication

개정되었음.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제3자(배타적 발행권자)에게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정하여 준 배타적 권리. 2011년 한미 FTA 이행을

범용 물품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는 출판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staple article

온 출판권의 거래관행과 법률관계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배타적발행권에서 기존 출판권은 제외되는

나사, 전구 등과 같이 시중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청구된 발명을 구성하는 것 중 실질적으로 침해를

것으로 함.

구성하지 않는 일반적 제품을 말함.

배포권

범죄수익

distribution right

benefits from the crime

저작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이익을 의미함.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ㅂ

법률상의
버드와이저맥주 상표 사건 [유럽]

de jure

Budwiser Beer case

“법에 기반을 둔” 또는 “권리에 의하거나 법에 따라 존재하는”의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사실의”라는

2013년 1월 22일 유럽일반재판소가 내린 상표등록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벨기에 안호이저부시 인베브

뜻을 가진 de facto와 대비되는 개념. 예) de jure standard(공적 표준), de jure marriage(법률혼). de jure

(AB InBev)사와 체코의 부데요비키 부드바(Budejo- vicky Budvar)사간 ‘버드와이저(BUD)’ 상표권 분쟁에서

patent term extensions(법률상 특허권존속기간 연장)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는 인베브사의 공동체상표(Bud)등록이 유효하다고 판시함. 인베브사의 공동체
상표 출원(‘96.7.1)에 대해 부드바사는 자사가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등 회원국에 기등록하여

법률심판부 [유럽]

사용중인 상표(BUD) 존재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 이에 대해 일반재판소는

Legal Board of Appeal

인베브사의 출원일 이전에 부드바사가 단순한 지역적 사용을 넘어서는 정도의 규모로 BUD상표를 사용
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서 판매된 부드바사 제품 역시 규모나 매출면에서 매우
미미하므로 부드바사의 주장을 기각함.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calculation of damages by court's discretion

벌칙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소송에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입증을

penal provision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법
에서는 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 등을 규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특허법 제128조 제7항).

법정 의견서

amicus curie briefs

범 아메리카상표조약

Pan American Trademark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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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특허 보호대상 [미국]

베니스특허법

statutory subject matter

Venetian Patent Law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조방법, 기계, 제조물 및 조성물을 말함.

르네상스시대에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1474년 베니스공화국 의회에서 제정된 최초의 특허법. 베니스
특허법에 의거하여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94년 양수·관개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함.

법정권리 포기

statutory disclaimer

베른협약(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에 무효인 청구항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위하여 자발적으로 전체 청구항 또는 무효인 일부 청구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함. cf) 권리불

베른협약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1886년에 체결되었으며, 정식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의

요구 / 포기(disclaimer)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임. 2018년 10월 1일 현재 173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가입함. 베른협약은 서적, 소책자, 강의, 연극, 무용, 영화 등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법정기간

하며, 내국민 대우원칙, 소급보호의 원칙, 무방식주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베른협약에 의해

statutory period

보호되고 있는 권리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번역권,

법에 정해진 기간을 말함. 예를 들어 한국 특허법상 특허심사 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음.

낭독권 등) 등이 있음.

변경출원

법정대리인

conversion of application

legal representative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 변경출원은 원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친권자)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외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률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함. 특허법상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음(특허법 제3조 제2항).

원일이 유지되면서 출원의 형식만 변경하기 때문에 별도로 출원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변론

pleading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실손해 배상의 원칙하에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미국법상의 손해배상제도. 한·미

변론기일

FTA 타결로 2011년 개정 상표법(제111조)와 저작권법(제125조의2)에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도입됨.

trial date / date for pleading
소송행위를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 구술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제출
하는 날짜를 말함.

법정허락

statutory license
저작권법상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저작권자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변론주의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이여서 그 허락을 받아 이용하기가 어려운

adversarial system

경우 또는 저작물의 이용이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

본안판결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일임하며 법원이 간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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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칙. cf) 직권주의(ex officio principle)

보이스오브차이나 사건 [중국]

The Voice of China case

변론준비기일

2017.5.24. 저장성 탕더(唐德)TV가 2016년 6월에 상하이 찬싱(燦星)미디어사와 베이징 스지리량(世紀麗

pretrial / preparatory hearing

亮)사에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공개심리를 진행

변론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 의해 열리는 기일.

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주로 <中國好聲音> 관련 상표 및 프로그램 명칭의 권리귀속 등의 문제와 관련되고,
탕더TV는 해당 사건에서 양 피고에게 5.1억 위안의 손해배상을 주장함. 오랜 “수입모델” 종합예술 프로그램

변리사 / 특허변호사 [미국]

으로서, “中國好聲音”은 중국에서 후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고, 2016년 관련 지식재산권

patent attorney

분쟁이 불거진 이후 즉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며,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과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 심판, 소송, 감정,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변호사-고객 면책특권 /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 변호사와 고객 간의 솔직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러한 내용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판결결과가 기대되고 있음.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임.

보정각하

ㅂ

declination / dismissal of amendment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나 보정을 통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결정으로 거부하는 행정처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병합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

merger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동일한 당사자가 일부명의변경으로 인하여 동일한 표장에 대한 2건 이상의 국제등록의 명의자로 등록된
경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병합신청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2개 이상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판 또는 소송 사건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고자 하는 신청.
병합된 사건의 심리 및 증거조사 등은 공통적으로 함이 원칙이며, 심결 또는 판결도 하나로 함. 병합사건에
대한 불복은 하나의 사건으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여야 함.

행정처분을 보정각하라 하며, 이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함.

보정범위

scope of amendment
특허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범위. 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또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으나, 최후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거나 재심사 청구 시에는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등 보정의 제한이 있음.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보정의 소급효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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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등록부 [미국]

추가적인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특허권자는 보충심사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supplemental register

미제출에 따른 흠결을 특허등록 후 침해소송 개시 전에 치유할 수 있음.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로서 등록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사용에 의해 2차적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문자, 기호, 트레이드드레스, 제품의 모양이나 슬로건 등을 출원등록하는 것을 말함.

보통명칭

common name / generic name
보조자료 [미국]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가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secondary references

현실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명칭. 휴대폰, MP3 등이 일례가 되며, 이들은 출처에 대한 식별력이 없기

미국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 있어 청구된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주된 자료
(primary reference) 이외에, 청구된 디자인과 같은 시각적 인상을 만들기 위해 주된 자료를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2차적 자료를 말함.

때문에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

보호명령 [미국]

protective order
보조참가

미국의 소송절차에 있어 원고 및 피고의 변호사에게만 당사자의 기업비밀에 접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intervention for assistance / intervention to assist one of parties

명령.

타안간의 소송 계속 중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

보호부여기술서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보존용 사본 / 기록원본

(상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이유가 없어 바로 출원공고되고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아 등록결정을

record copy

하는 경우 WIPO에 통지하는 서류. (디자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의 경우에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이

WIPO의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 의해 보존되는 PCT 국제출원의 원본(original copy).

복권

보존행위

restoration of right

preservation
재산의 멸실, 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률행위.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

복대리인

보증

sub-representative / common representative

warranty
용역, 기술,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담보하는 것을 말함.

보충심사 [미국]

supplemental examination
특허권자가 특허권 등록 이후에도 자신의 특허와 관련 있는 정보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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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함.

한․영

대리인이 선임하고 직접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함. 예를 들어, 본인 A가 선임한 대리인
B가 있고, B는 복대리인 C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C의 대리행위는 본인 A에게 귀속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multiple designs application
디자인출원은 1 디자인을 1 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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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 이 경우 1디자인마다 한 벌의 도면으로

본안의

분리하여 표현해야 함(디자인보호법 제41조).

on the merit
분쟁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절차상의 사항이 아니고, 그 분쟁의 실체적인 사항을 나타낼 때

복수유사군코드

사용됨. 심사에 있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심사에 관한 경우에 사용됨. cf) 소송의 본안(merits of

plural similar group code

lawsuit) 참조.

동일 상품류 구분 내의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로 구성된 유사군 코드

본인출원
복제권

pro-se application

reproduction right

변리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는 것.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복제는 저작물의

볼 스플라인 사건 [일본]

가장 전형적인 이용형태로 복제의 유형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

Ball spline bearing case

녹화 그 밖의 방법 등을 들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음.

1998년 2월 14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6年(オ) 1083). 이 사건
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국관청

균등론 적용의 요건에 의해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office of origin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 이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균등론」을

국제출원에서 기초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임.

등록이 되어있는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해야 함.

볼라조항 / 볼라면제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Bolar provision / exemption

procedures in the office of origin

Roche Products v. Bolar Pharmaceutical(Fed Cir. 1984) 판결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본국관청에서의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본국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특허청과 출원인 간에

허가를 받기 위한 정보 제출이나 신약 개발 등의 이유로 타인의 특허 발명을 그 보호기간 내에 실시하는

발생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청이

행위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e)(1) 규정을 의미함. 볼라조항은 의약품 특허가

방식심사 및 합치여부심사를 마친 후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하는 때까지의 절차뿐만 아니라

만료되기 이전부터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s)의 판매허가에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후 방식심사 등의 결과 하자를 발견하여 특허청 및 출원인에게 통지
하고 그에 따라 하자를 보정하는 절차까지도 포함함.

부가기간

additional period

본문(부)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없는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body

있는 자를 위하여 법원 또는 심판장이 공평의 요청상 별도로 부가하는 기간.

영문 특허 청구항의 형식에서 연결부 다음에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나열하여 기재하는 부분. 특허
청구항이 “A와 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의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 여기서 A와 B는 본체부,

부가도면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은 연결부, C는 종결부라 함.

additional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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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분해사시도를 말하며, 디자인 권리범위를

부당한 확장 [미국]

판단하는 기초가 됨.

undue breadth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비하여 청구항이 부당하게 넓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거절이유의 대상이 됨. 다만,

부가적 손해배상

실시예가 하나인 경우에도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넓은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additional damage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부가하여 법률에서

부분디자인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예를 들어 간접적 손해배상(indirect damage)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partial design / portion design

damage)이 해당됨.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말함. 물품의 부분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부기등록

additional registration

부분우선권 주장 출원

주등록 상의 원래의 순위를 확보하면서 그 정정, 보충을 위하여 하는 등록.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application claiming partial priorities

경정, 질권의 이전,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관한 등록은 부기등록으로 함(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7조).

부다페스트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해외 출원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부다페스트조약의 체약국 상호간에는 출원하는 미생물을 국제적으로 승인
된 하나의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하려는 각국의 출원서에 첨부하면 됨. 우리나라는 부다
페스트조약에 1988년에 가입함. cf) 미생물기탁제도(microorganism deposit system)

ㅂ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

부수적 금반언 [미국]

collateral estoppel
전소에서 당사자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투어 법원에서도 그것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을 경우에 동일한
쟁점을 주요한 선결 문제로 하는 후소 청구에서 그에 모순되는 입증이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금하는 효력.

부수적 부분 / 부기적 부분

supplemental portion

부당이득

상표를 구성하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을 말하며, 이러한 부수적

unfair profits / unjust enrichment

부분은 상표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말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right to claim to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61년 12월 30일 제정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특허법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가

부정경쟁행위

적용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하여 침해자의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act of unfair competition

있고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3년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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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칙의 말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칙은 주로 경과규정을

있었으나, 2013년 개정 법률에 보충적 일반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8년부터는 ‘아이디어 부정사용 행위’도

두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킴.

부품
부정공개

parts / components

unjustifiable disclosure

완성품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특정인에게 공개하거나, 영업비밀의 기밀성을 유지한 채 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 부작위에 의한 공개행위 등을 말함.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부정유용행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misappropriation

1992년에 체결됨. NAFTA는 지식재산권, 환경, 농업, 운송인프라 등 총 2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됨.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횡령, 부정하게 유용하는 행위.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업비밀이나 거래관계 중에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취득한 행위 또는 부정취득 된 것을 알거나

분류

알 수 있었던 자가 영업비밀을 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classification

ㅂ

국제적으로, 특허출원은 IPC 분류와 CPC 분류, 상표출원은 NICE 분류, 디자인출원은 Locarno 분류를

부정취득행위

사용함.

act of improper acquisition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분리관찰

comparison by distinctive elements

부정한 목적

상표가 복수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어 식별력을 발휘하는 부분의 요부가 2 이상일 경우, 각각의 요부를

unlawful purposes

비교대상 상표와 대비시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부정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 다른 사업자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
그 외 공서양속, 신의형평에 반하는 목적을 의미함.

분할출원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

부정행위 [미국]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원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inequitable conduct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나누어 별도로 출원한 것.

미국 특허법상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말함.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법원은 유효한 특허의
권리행사를 제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정보공개의무(IDS)를 위반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속하며

불가쟁력 [미국]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특허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incontestability
등록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등록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는

부칙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유무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을 말함(미국 연방상표법 제14조).

addendum / supplementary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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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관행

저작권자 등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저작물 또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수입하거나 기술적 보호

unfair trade practices

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을 말함.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덤핑행위,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국제거래,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품질표시와 같이 수출입 질서를

불변기간

저해하는 행위, 관세보복조치 등과 같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invariable period
법정기간 중 불변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 예를 들어,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

불리한 추정

청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adverse inference

이 기간은 불변기간임(특허법 제186조 제4항).

영미법상 증거법의 개념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요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불리
하게 적용되는 추정.

불복심판

appeal trial
불명료한 기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ambiguous / obscure / unclear description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의 총칭.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보고 발명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시행착오나 별도의 실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 사용 등 재현

불사용 취소심판

가능한 정도로 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가 됨.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d trademark non-use
상표의 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

clarification of ambiguous statements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불명료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밝히는 것.

불수리

불법라벨

non-acceptance / refusal of receipt

unauthorized label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행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반, DVD 등 저작물의 포장에 부착한 표지를
위조한 것.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

브라더 사건 [일본]

불법복제

Brother case

piracy

2004년 6월 23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15年(ワ)29488).

unauthorized reproduction / illegal copy 참조.

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잉크리본이므로, Y가 잉크리본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팩시밀리에
사용할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보면 Y표장의

불법복제

unauthorized reproduction / illegal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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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Y표장의 표시행위가 상표적 사용이

비밀디자인

아니라고 하여 X의 권리 행사를 부정한 판결임.

secret design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공개하지

비 특허문헌

않고 비밀로 하는 것을 말함. cf)비밀디자인등록출원(application for secret design registration)

non-patent literature
특허문헌을 제외한 모든 문헌을 말함.

비밀디자인등록출원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ecret design

비거주자 / 재외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기 위한 출원.

transient person / overseas residents

디자인은 눈에 띄기 쉬운 물품의 외관에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발명ㆍ고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음.

모방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도입된 출원제도임.

비계쟁 조항

비밀유지계약

non-contestability / incontestability clause

confidentiality agreement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시권을 받은 자가 실시권을 허락한 자의 특허권 등의 지재권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 비밀유지

유효성을 다투지 않을 것임을 수인하는 계약 조항. cf) 실시권자 금반언(licensee estoppel)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비공개시험데이터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 test data

duty to maintain secrecy

공개되지 않은 시험데이터를 말하며, 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제약특허 등에

비밀유지의무(obligation to preserve confidentiality) 참조

ㅂ

있어서는 임상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에 관한 비공개자료는 중요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음.

비밀유지의무
비관세장벽

obligation to preserve confidentiality / confidentiality obligation

non-tariff barriers

영업비밀 등의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공지화 되지 않은 재산적 성격의

관세 이외의 수입요건 강화, 허가기준 강화, 위생ㆍ검역 요건 강화 등 모든 인위적인 규제를 의미함.

비밀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범위 및 용도 내에서 자신만이 알고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의무를 말함. 특허법은 심사관의 업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비교대상발명

있으며, 발명진흥법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 등은 출원 공개시

cited invention

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12조). 또한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발명

(업무상) 비밀누설죄

offense of divulging secrets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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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또는 대리인)와 의뢰인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던 사항이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비위반 제소

간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가 포기되는 것을 말함. 미국 특허법상 계속출원은 비밀준수의무의 포기가 포함

non-infringement violation / non-violation complaint

된 것으로 간주함.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이로써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하는 분쟁제소를 말함(GATT 23조 1항 a호). 예를

비법정 주제 [미국]

들어 교역상대국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시장개방을 약속하고서 한편으로는 수출보조금 등의 정책을

non-statutory subject matter

취할 경우에는 다른 상대국이 향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보아 비위반제소의 대상이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발명으로서,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되고 있음.

phenomena),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k idea)를 의미함. 이러한 비법정 주제는 항상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대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비자명성

non-obviousness

비분리원칙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antidissection rule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을 것을

결합상표(combined mark)의 무효 또는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를 분리

말함. 통상 진보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

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표유사 판단의 원칙.

비전형표장
비상업적 실시

non-traditional mark

non-commercial working

전통적인 표장의 형태, 즉 문자와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가 결합한 형태의 표장 이외의 표장을 말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시.

입체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책만으로 된 상표, 위치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해당함.

비시각적 상표

비조약출원

non-visual mark

non-convention application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로만 구성된 상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하지 않는 출원.

비아그라 상표 사건 [유럽]

(이용된) 비중과 중요성 [미국]

Viagra case

amount and substantiality

2012년 1월 22일 유럽일반재판소가 내린 상표등록거절불복에 대한 판결. 유럽일반재판소는 폴란드 회사인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요소 중 하나. 저작권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으로

Viaguara SA사가 출원한 ‘Viaguara’ 에너지 음료 관련 상표가 화이자사의 ‘Viagra’상표와 유사하여 일반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이용된 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이유로 상표등록거절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일반법원은

양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 어느 정도의 이용이 목적달성에

양 상표가 전반부인 ‘viag’가 동일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후반부인 ‘ra’ 까지 동일하여 양 상표의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이용된 부분이

유사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Viagra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상표권자인 화이자사의

많거나 그 중요성이 높을수록 저작권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고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저명상표인 ‘Viagra’의 명성과 차별적인 특성을 불공정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Viaguara SA사의 주장을

낮다고 할 수 있음.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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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비친고죄

offense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는 죄. 상표권은 비친고죄가 적용되어 상표권자가 고소를 하지

ㅅ

않아도 처벌이 가능함. 저작권 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하고 있음(저작권법 제140조).

사노피 의약품 SPC(추가보호증명) 사건 [유럽]
빨간캔음료 포장디자인 사건 [중국]

Sanofi vs Actavis case

red drink-can design case

2013년 12월 12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의약품 시판허가결정에 대한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8.8.16.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을 통해 광저우의약그룹유한회사와 자둬바오(加多寶)회사가 사건 관련 '

특허권자가 유효성분을 보호하는 기초 특허 및 해당 단일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 시판 허가에 근거

빨간 캔 왕라오지(王老吉) 량차(涼茶)' 포장디자인의 권리형성에 모두 중요한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두 회사가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공동으로 '빨간 캔 왕라오지(王老吉) 량차(涼

하여, 그 유효성분 및 유효성분의 조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추가보호증명 / 한국의 의약품관련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와 유사)를 이미 획득

茶)' 포장디자인의 권익을 보유한다고 결정함. 막대한 배상금액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관심을

하였다면, 다른 유효성분이 조합된 연속적인 의약품(코아프로벨) 시판 허가에 근거하여, 두 번째 SPC를

끌었던 중국 국내 음료브랜드 간 분쟁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제품의 역사적 발전과정, 과거 두 회사

획득하는 것은 EU규정(Regulation) 제3조(c)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판시함.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중국 국내 브랜드 간 상생을 추구한 판결로 평가됨.

사시도

간 협력관계, 소비자의 인식 및 공평의 원칙 등을 근거로, 빨간 캔 량차(涼茶) 포장디자인의 권리를 두

ㅅ

perspective view

뽀빠이 사건 [일본]

그 물품의 특징적인 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비스듬한 방향에서 바라본 상황을 설정하여 그린 도면.

POPEYE case
1999년 7월 20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상표권의 권리남용에 대한 판결(昭和 60年(オ)1576).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일본 최고재판소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 목적의 하나로 되어

de facto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X(피상고인)가 ‘뽀빠이’ 만화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乙표장(POPEYE의 문자)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경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권리의 남용이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저명한 저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대표적인 판결임.

“사실상 존재하는”, “표준이나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효력을 갖는” 또는 “법적요건은 없지만
사실상 존재하는”의 의미로서 법률상의(de jure)와 대비되는 개념임. 예) de facto standard(사실상의 표준),
de facto marriage(사실혼). de facto trademarks(사실상의 상표=비등록상표)

사용간주 [미국]

constructive use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상표를 사용할 의사(intent-to-use)로
출원하여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출원일에 상표를 거래상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상표를 거래상 사용한
날짜가 실제로는 출원일보다 늦다 해도 출원일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이에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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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식별력

사전통고승인

acquired distinctiveness

PIC(Prior Informed Consent)

기술적 표장 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과 같이 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공국의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33조 제2항). 미국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2차적 의미

사진복사

(secondary meaning)라고 함. cf)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photocopy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사용증명

evidence of actual use

사진저작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명 및 그 증명서류를 말함.

photographic work
빛이나 기타 방사선에 감응하는 표면 위에 제작된 실물의 영상을 말하며, 그것이 대상의 구성, 선택 또는

사용진술서 [미국]

포착방법 등에 있어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statement of use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사칭통용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출원(intent to use)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문서를 말함.

passing / palming off

ㅅ

수요자를 기만할 고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나 상표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권의 침해행위.

사이버 스쿼팅

cyber-squatting

사해심결

유명회사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네임(domain name, 인터넷 주소)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판매할 의도로

appeal decision on fraudulent / deceptive act

선점하는 것.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얻은 심결(특허법 제179조, 상표법
제158조, 디자인보호법 제159조). 예를 들어, 특허권자 A가 그의 특허권에 관하여 B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사적이용

그 후 C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특허권자 A와 C가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로 심판관을

private use

속여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질권자 B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해심결이 됨. 이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B는 A와 C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 사적 이용(복제)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없이도 가능함(저작권법 제30조).

사후적 고찰
사전상 부재 증거 [미국]

hindsight reconstruction

negative dictionary evidence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

어느 단어가 사전이나 지도에 없다는 의미로서 상표가 흔한 성(surname)이어서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함에도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위한 조사 절차. 예를 들어 상표 심사관은 “HOSKIE”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surname)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이라는 증거로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음(In re Hoskie Co Inc.(TTAP, 2017)).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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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협약.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ex post facto

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출원시를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심사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본 후에 그 용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사후적 판단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기준 또는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음.

상표, 서비스표,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에 가입하였으며, 2018년 5월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후지정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ubsequent designation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위원회. 특허권,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 국제출원에 있어 국제등록의 효력을 나중에 가입한 체약국에 까지 확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국제출원 당시에 상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았던 국가 또는 새로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에 상표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후지정을 할 수 있음. 사후지정은 국제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
중 일부만에 대한 사후지정이 가능하며,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히 분할하여 특정 체약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사후지정도 가능함.

실용신안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하기에 앞서 특허청장에 대하여 분쟁의 알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산업통상자원부령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법률의 하위 법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발하는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등이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이에 속함.

국제 디자인출원에 관한 국제조약. 1925년 11월 6일 체결된 이후 1999년 7월 2일 개정(제7차 개정)되어

상고 / 항소 제기기간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9년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제네바 개정 협정 또는 新헤이그협정이라고 부르며,

period of filing appeal

한국은 2014년 6월 1일 가입함.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세계

법원 또는 심판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 특허심판원의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출원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 또는

심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문(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정부 간 기구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에서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의

제기할 수 있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상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ndustrial applicability

상고는 항소사건(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제도임.

특허 요건 중 하나로,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의 기여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임. 여기서 산업은 최광
의의 일체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즉시 실시될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실시가능하면

상고기각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dismissal of appeal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상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는 결정.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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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상근변호사 [미국]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개념.

staff attorney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소속된 재판 보조 인력으로, 상근변호사는 사건의 일정이 정해지기 이전에

상실된 논점 [미국]

이루어지는 각종 신청에 대한 검토·조사를 하거나 정형적 사건에 대한 가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lost count

수행함.

미국 특허항소 및 저촉심판부의 저촉심사(interference)절차에서 우선권 부여를 받지 못해 상실되는 기술적 요지.

상급심

상업적 성공

upper instance / higher instance

commercial success

하급심에 대한 상급법원의 심리를 의미함. 항소에 의해 개시되며, 불복하는 원소송의 타당성 유무를 심리,

특허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 국가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판단하는 심급.

비중은 다름. 예를 들어 미국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Graham v. Deere 판결 이후 진보성의 2차적 고려
요소로서 상업적 성공을 중요한 판단 요소 중의 하나로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상업적 성공 또는 이에

상무부 [미국]

준하는 사실은 그 상업적 성공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에 의한 성공으로서, 판매기술,

Department of Commerce

선전ㆍ광고기술 등 발명의 기술적 특징 이외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원인이 주장ㆍ입증

상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정부기관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무부
산하기관임.

하는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의 긍정적인 근거로 참작할 수 있음(대판 95후1302).

ㅅ

상위개념

상소법원

superordinate concept

appellate court

genus-species(속-종 관계) 참조

하급심에 대한 상급법원의 통칭으로 지방법원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됨.

상표 견본

specimen of trademark
상소인

등록 받으려는 상표명 또는 상표 이미지 등을 표기한 것. 출원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상표를 기재한 서면을

appellant

첨부할 수 있음.

상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상표 전자검색 시스템 [미국]

상소취하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withdrawal of appeal

출원·등록된 모든 상표의 검색을 위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소를 포기하는 것.

상표 전자출원시스템 [미국]

상승효과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synergism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TEAS를 통해 출원서, 보정서, 사용증명서 등을

결합발명에 있어서 발명을 구성하는 개별기술 효과의 합이 각 부분들의 단순결합으로 일어나는 효과의

424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제출할 수 있음.

한영사전

425

상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trademark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

상표등록 후 올바른 상표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법정

하는 표장. 여기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소리 등으로 구성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상표법 제119조).

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

상표등록조약
상표권의 공유

TRT (Trademark Registration Treaty)

joint ownership of trademark right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을 확장하기 위해 추진되다가 별개 조약으로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권을 각각 소유

성립되었으며, 1973년 6월에 체결되어 1980년 8월 발효됨. 이 조약은 표장이 본국 내에서 등록됨을 요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상표권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하게 됨.

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상표권의 분할

상표법 조약

division of trademark right

TLT(Trademark Law Treaty)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음.

WIPO 주도로 상표권에 대한 보호범위와 내용 등 각국의 상표법에 규정된 실체적 내용을 통일화하고자
추진된 조약. 그러나 실체적인 내용상의 상표법 통일화는 각국의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상표권의 분할이전

단지 다류출원제도 등과 같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에 있어서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담아 1994년 스위스

divided transfer of trademark right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1996년 발효됨. 한국은 이 조약에 2003년 2월 25일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 상표권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상표법 제93조 제1항). cf)
상표권의 분할(division of trademark right), 권리의 이전(transfer of right)

가입함.

상표법

상표권자

Trademark Act

trademark owner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상표를 등록받은 사람.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49년 11월 28일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법률. 상품등록요건,
출원, 심사, 등록, 상표권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STLT(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
상표등록의 무효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개정 상표법조약(T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 등록출원 절차의 통일화·간소화를 목적으로 함. STLT에 따라 조약에 의해 냄새 등과 같은 비전형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상표등록을 일정한 법정사유로 인하여 심판절차에 의해 등록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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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야 선진5개국 협의체

상표의 관념

TM5(Trade Mark 5)

meaning of trademark

전 세계 상표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5개국의 상표 협의체.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 상표가 언어로 된 경우에는 그 언어의 의미이고, 도형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 상표의 관념이 됨.

상표사용 의사의 선언

declaration of intent to use a mark

상표의 국제출원

상표의 경우 사용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상표등록 또는 출원의 요건으로 상표사용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trademark

의사의 선언을 요구하는 국가(미국 1988년 개정 Lanham Act)가 있음. 우리나라는 ‘사용의사확인제도’를

협의로는 국내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외국에서 당해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그 나라를 지정하여

2012.3.1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출원 시 상표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과정에서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출원을 말하며, 광의로는 협의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application for

사용의사가 의심될 경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 포함하여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 함.

상표사용의사

상표의 대비적 관찰

intent to use a trademark

comparison of trademark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비교하여 관찰해야 함을 의미.

요구하고 있음(상표법 제3조 제1항 전문). 미국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없었으나 1988년 연방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의 개정으로 사용의사(intent-to-use, ITU)가 있으면

상표의 부정사용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

unfair use of trademark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상표심사지침 [미국]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말함.

TMEP(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나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상표의 사용

놓은 지침.

use of a trademark

상표심사청구 전자 시스템 [미국]

ESTTA(Electronic System for Trademark Trial and Appeals)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을 알리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태양을 포함함. 미국 상표법상 사용의 개념에는 상업적(commercial)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표심판원(TTAB)에 심판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상표의 요부 관찰
상표심판항소위원회 [미국]

comparison of feature of trademark

TTAB(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전체에 대하여 관찰함이 원칙이지만 적절한 전체적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출원상표가 최종 등록 결정된 경우 그에 대한 항소 및 등록상표의 이의

위하여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부기적 사항을 제외하고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신청, 취소 및 병행사용 절차와 같은 당사자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

끄는 부분에서 식별력의 요소를 추출하여 관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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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요부

34류는 상품, 35류부터 45류는 서비스에 관한 분류임.

prominent part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부기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부분으로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classification o f goods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상품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

상표의 유사

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

similarity of marks

등록 신청 당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상품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 줄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것을 신청하는 제도(상표법 제209조).

상품의 유사

similarity of goods
상표의 이격적 관찰

2개의 상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래사회에서 소비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comparison by recollection of trademark

품질ㆍ형상 등 속성이 유사하거나 생산ㆍ판매ㆍ수요자 범위 등 거래실정이 일치하는 것을 말함.

2개의 상표를 각각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접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ㅅ

상품의 출처

상품 또는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

source of goods

mark indicating goods or business

어떤 상품의 제조 또는 유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표지 것을 말함.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상품 또는 영업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상적 또는 개념적 특성을 말함.

표지로서의 역할을 함.

상품주체혼동행위

상품류 구분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category of goods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를 1류 이상 지정하여 출원해야 함. 상품류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른 니스분류와 니스분류가 도입
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한국고유의 한국분류가 있음. 우리나라는 1998년 7월 1일부터 니스분류를 주
분류로서 채택함.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상표법 시행규칙의 상품류구분(별표1)과 서비스업류구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2)을 기본적인 분류체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구체적인 유사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유사상품ㆍ

상품형태모방행위

서비스업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심사기준의 별표1과 별표2에 명시되지 않는 분류들은 니스

imitation of product shape

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이 때 상품의 형태란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품분류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함.

classification of goods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부터 NICE 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분류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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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권

과거 단일색채가 상표로 인정되지 않았던 이론적 근거로서 동종업계에서 식별 가능한 색채는 제한되어

merchandising right

있는데도 이를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여 선점할 수 있게 되면 점차 색채는 고갈되고 경쟁업자가 사용할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에 이용되는 캐릭터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권리 내지는 그 캐릭터를 상품
이나 서비스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캐릭터의 상품화는 현대 마케팅의 두드
러진 특징 중 하나이며,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 이후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상품화에서 시작됨.

수 있는 색채는 줄어들게 되어 단일색채 상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초
개정 상표법에서 단일 색채만으로 된 상표를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에
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색채상표

상호

trade name / business name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color trademark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한 것의 각각에 색채를 넣은 것, 또는 색채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함. 대표적인 색채상표에는 Christian Louboutin의 빨간색 구두 밑창, 3M의 노란색
포스트 잇, Tiffany & Co.의 푸른색 박스 등이 있음.

상호상표

trademark composed of a trade name / business name
상호(trade name)를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춰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색채위치의 진술 [미국]

color location statement
표장에서 색채가 구현되는 위치를 특정하기 위하여 채색한 도면이 출원인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

상호저촉특허

blocking patents

ㅅ

생명공학 발명

소유자는 다르지만 권리범위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결합되는 특허로서 특허의 실시를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허를 의미함. 이 경우에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biotechnology invention
유전자 및 식물, 동물과 관련된 발명. 일반적으로 유전자조합, 세포융합, 세포배양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발명을 의미함. 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 핵산과 단백질 등 생물의 성분에 관한 발명 및 이를 이용한
발명 등이 있음.

상호주의

principle of reciprocity
권리나 편의 등에 있어서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하여 인정해준다는 원칙.

생물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 변이성.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상호합의조건

MAT(Mutually Agreed Terms)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색채고갈론

color depletion theory / color monopolization(scarcity)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에 체결됨.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정분배를 위해 체약국의 조치 의무, 기술이전
의무(선진국) 등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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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서체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비엔나협정

biological resources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인쇄 기술의 발달로 타인이 창작한 서체의 도용이 쉬워짐에 따라 서체보호를 위해 1973년 6월 12일 비엔나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 구성요소를 포함(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에서 채택된 국제협정. 체약국은 특별한 국내기탁제도의 설정, 국내의 디자인보호법에 규정하는 기탁
제도의 준용 또는 국내의 저작권규정에 의해 서체의 보호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비엔나협정은 5개국의

생산방법의 추정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개월이 되면 발효하나 프랑스(1976년)와 독일(1981년)만이 비준한 상태로

presump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은 경우 방법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그 물건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함(특허법 제129조).

선례구속의 원칙

doctrine of precedent / doctrine of stare decisis
서면심리주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내린 상급법원의 판결은 그 이후의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력을

principle of documentary proceeding

가진다는 것으로서 판례법 체계인 영미법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임. 우리나라는 상급법원의 판결은

구술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 등을 서면을 통하여 행하게 하는 주의.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선례구속의 원칙은 채택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례는 법률상의 구속력은 없으나 심급절차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고,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 판례법의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서면출원

application in paper / paper-based application
특허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즉, 명세서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으로서 전자출원에
대비되는 개념임.

ㅅ

선발명주의

first-to-invent system / rule
동일발명에 복수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미국에서 2011년
특허법 개정 이전까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였음.

서비스표

service mark

선사용

서비스업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를 의미함. 2016년
개정 상표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함.

prior use
특허나 상표 출원 전에 그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특허법과 상표법에서는 출원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특허법 제103조), 상표를 계속 사용할

서열목록

권리를 부여(상표법 제57조의3)하도록 하고 있음.

sequence listing
DNA나 RNA를 구성하는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과 기타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한 것을 말함.

선사용권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서지정보

특허출원시에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동일한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bibliographic data

알게 되어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자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출원번호,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명칭 등의 정보로서 특허문헌의 검색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으로부터 받는 통상실시권을 말함(특허법 제103조).

활용됨.

이를 강학상 선사용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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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증언 [미국]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과의 중복을

deposition

정리하기 위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교대로 질문하고 전문적인 기록
담당자가 그 내용을 속기로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후일 법정에 증거로 제출됨. 양측 변호사가

간주하는 것을 말함(특허법 제56조 제1항).

약속하여 특정 장소를 정하는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게 하게 됨. 증인은 심문 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선출원주의

선서를 하고 심문을 받으며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위증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first-to-file system / rule
하나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을 경우 그 발명을 한 시점의 선후를 문제 삼지 않고

선원의 지위

출원한 시점의 선후만을 비교하여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특허법 제36조

prior right effect

제1항). 이는 상표,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발명이 늦게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갖는 지위. 이 경우 먼저 출원한 발명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

선택 [미국]

election
선의

미국 특허출원시 1출원 1발명을 위반했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해 1발명에 해당하는 그룹의 청구항만을

good faith

선택하는 행위. “한정(restriction)”이라고도 함.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ㅅ

선택관청

선진5개국 특허청

EO (elected office)

IP5(Intellectual Property 5)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등 5개국 특허청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함.

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선택국

선진특허분류

elected states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PCT 국제출원에서 출원인에 의해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지정국.

IPC(국제특허분류)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로서,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 유럽 특허청
주도로 2012년 개발됨.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CPC, I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음.

선택발명

selection invention
선출원

화학 발명, 의약 발명 등에서 선행 또는 공지된 발명에는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prior (previous) application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표현된 발명으로, 공지된 발명에 직접적

시간상으로 먼저 출원된 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 시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의미함.

선행기술

선출원의 취하

withdrawal of earli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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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기술.

선행기술에 반대되는 교시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의 운영을 감독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기구.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teach away

종료되며 창설됨.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

진보성 판단시 고려되어야할 요소로서, 선행기술문헌이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출원발명에 이르지

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로 구성.

못하도록 저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기술이 출원발명과 유사하더라도 그 선행기술
문헌에 의해 당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세계저작권협약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선행기술조사

저작권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의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절충방식인 ⓒ표시

prior art search

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국제조약. 1952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87년

기존의 공지 기술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 선행기술조사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기술

10월에 가입함. 이 협약에 따라 ⓒ표시를 표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초월하여 내국민대우로 보호

개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특허출원 전 발명의 권리 획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임.

받을 수 있음.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회의

ㅅ

설명, 범례

WIPO Conference

legends

WIPO 설립협약 가입국이 참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방안 및 관련 문제 등을 다루고 협의

도면 또는 차트에 있는 심벌(symbol)에 대한 설명리스트.

하는 회의체로 수시로 개최함.

설정등록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상설위원회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right

WIPO standing committees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등의 나라에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

조약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각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슈를 논의를 위해 총회 결정으로 설립된 WIPO

하며,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등록을 설정등록이라 함.

전문가 위원회를 말하며, 특허상설위원회, 상표·디자인 및 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 저작권 상설위원회가
있음.

성명표시권

right to indicate author's name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의

WIPO Coordination Committee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이나 이명(異名)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WIPO 고위직 인사 승인, 사무총장 단일후보 선정 및 행정, 재무, 직원 및 WIPO 공동이해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

세계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 글로벌 도시에

Global Dossier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세계 표준 수립을 목표로 IP5가 개발한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글로벌 도시에를

ACE / IP(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이용하여 IP5 특허청에 제출된 모든 출원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

국제지식재산권법 및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점검, 개선방안의 도출 및 이를 실행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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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최적의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WIPO 내에 설치된 위원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집행위원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defens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상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WIPO Executive Committee

심판. (특허) 원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어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파리협약 동맹, 베른협약 동맹에서 운영하는 회의체로 총회 개최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사항 또는 총회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cf)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소집이 불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함.

소급법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ex post facto law

WIPO General Assembly

법의 효력을 법 제정 전 행위 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법.

WIPO 사무총장의 선출, 사무국 및 조정위원회 활동 검토 및 승인, WIPO 재정 및 각 동맹들에 공통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함. 매년 9월 연례회의를 개최함.

소급선언 [미국]

swearing behind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을 극복하기 위해, 그 문헌의 공개일 이전에 특허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약서에 의해 진술하는 것.

ㅅ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 산업재산권과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소급일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함.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retroacted date

1979년에 가입. 2018년 현재 WIPO 회원국은 191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출원일 등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때에 실제 출원일이 아닌 이전의 출원
일에 출원된 것으로 소급시켜 주는 날짜를 의미함.

세관 당국

customs authority

소급효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 징수

retroactive effect

및 검역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

셔먼법 [미국]

소리상표

Sherman Act
미국의 독점금지 법원(法源) 중 하나로,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890년 제정된 법률.

소권

sound mark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2012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됨.

소멸 / 종료

right of action

termination

소를 제기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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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송중지 [미국]

statute of limitations

stay of proceedings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재판 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함.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를 진행하는 경우,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IPR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해당 무효 소송은 중지됨.

소송

litigation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소송참가인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intervener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

소송당사자

litigant / party

소의 이익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을 의미함.

interests in litigation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또는 필요.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송대리

representation of lawsuit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함.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의 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소장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complaint / written accusation

ㅅ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사자, 법정

소송물

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방식요건 불비로 재판장에

object of lawsuit

의한 소의 각하 사유가 됨.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

소장각하명령

소송비용전가 [미국]

dismissal of complaint

fee shifting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 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송에서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미국은 소송에서
누가 승소하고 패소하는지에 상관없이 각 당사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

각하해야 하는 것.

소진원칙

doctrine of exhaustion
소송의 본안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하며, 권리자가 적법하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제품에

merits of lawsuit

대해서는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진되어 그 이후의 양도 또는 처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소송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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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그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

withdrawal of action
소송을 포기하는 것.

손해배상

compensation for damages
속(屬)-종(種) 관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피침해자에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genus-species

금전적인 배상. 이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허법에는 손해액의

생물군 분류체계 중 최하위 분류단계. 발명에서는 복수의 발명이 완전히 별개의 발명이 아니라, 종래의
발명의 개념을 발전시킨 경우 일종의 개량발명이 되는데, 개량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개량된 발명을

산정에 관한 규정(법 제128조)을 두고 있음.

지칭하는 용어를 말함. 다른 표현으로는 상위개념(super ordinate concept), 하위개념(subordinate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 [미국]

concept)이 사용됨. 예를 들어 ‘구리’는 ‘금속’이라는 상위개념(屬)의 하위개념(種)임.

limitation on damage
특허된 제품에 특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에 대한 통지를 한 후에도

속기록

침해를 계속한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특허권자가 손해

stenographic records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통지 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남의 말을 빨리 옮겨 적기 위해 특별한 부호를 사용한 기록.

(35USC§287).

ㅅ

손해액의 인정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cf) 속지
주의(principle of territoriality)

recogni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상표권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침해에 의하여 손해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상표법 제110조).

속지주의

principle of territoriality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원칙. 지식재산권은 부여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 cf)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손해액의 추정

presump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은 청구자가 하여야 하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손해
액의 산정 및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128조에 손해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즉, 특허권

손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tarnishment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함(특허법 제128조 제4항).

상표 희석화의 한 유형으로, 상표가 가지는 품질보증 기능 즉, 신용을 침해하여 해당 상표의 명성을 떨어
뜨리는 행위를 말함.

송달

communication / transmittal

손실보상

compensation fo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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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관청

하거나,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의미함.

RO(Receiving Office)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 수리관청의 주요업무는 국제출원

수용

서류 및 수수료의 수리, 방식심사, 보완 및 보정절차 수행, 국제 출원일 인정,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

expropriation

기관에 국제출원서류의 송달 등을 수행함.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몰수하거나 제한하는 것.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정부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음(특허법 제106조).

수수료

official fee

수의계약

지재권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받는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보수를 말함.

negotiated contract

수수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이의신청료, 기간연장수수료 등이 있음.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정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
하여 맺는 계약.

수수료의 선납

advance payment of fees

수치한정 발명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 예를 들어 1년차에 10년까지의 연차료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의 일부가 수량으로 표현된 발명으로서 대부분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 및 진단방법

온도, 압력 등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 이상을 일정 수치범위로 한정함. cf) 파라미터 발명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s well
as diagnostic methods

(parameter invention).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시키는 방법 등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쉬링크랩 라이선스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shrink-wrap license

수 있음.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치료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CD롬 등으로 제작ㆍ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포장의 겉면에 계약조건이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하여 청구항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인쇄되어 있거나 또는 동봉되어 있는데 이러한 포장(wrap)의 개봉으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됨.

간주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말함.

수술방법의 특허성

쉽게 실시

patentability of medical operation

easily practice

인체를 수술하는 방법의 특허성.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

특허의 실시가능요건 중 하나로,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

받을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됨.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을 말함.

수요자 기만

deception of user

스타일을 입힌 상표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상품의 진정성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stylized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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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일반 문자상표에 색상, 로고, 그림 등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만들어진 식별력을 갖춘 상표를 말함.

승계인 / 상속인

successor

스토리보드

계약 또는 상속을 통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말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storyboard

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특허 출원 후 권리를 양도받을 경우에는 출원인

영화나 TV광고,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이야기의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함.

변경신고를 해야 함.

스톤라이온캐피탈파트너스-라이온캐피탈엘엘피 사건 [미국]

시각성

STONELION CAPITAL-LION CAPITAL case

visibility

2014년 3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등록사건에 대한 판결. 투자업종에 있는 업체 STONE LION

디자인 성립요건 중 하나로, 육안으로 보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CAPITAL의 상표 등록에 관한 사건으로, 상기 상표 등록신청이 특허청 상표 심의 및 항소위원회에서
동종업체의 기존 LION CAPITAL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유발을 근거로 거절되었으며, 2심에서는 상표의

시리즈상표

외관 유사성, 발음소리, 의미, 상업적 효과, 해당 상표 관련 사업채널의 공유성 및 사용자층 등을 고려하여

series marks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 사례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상표의 실질적인 부분은 유사하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 다르게 표현된 상표를 말함. 예를 들어 ‘쿠션
화장품’ 관련 시리즈상표는 AIR- CUSHION, K-CUSHION, CC-CUSHION를 들 수 있음.

special 301 report

시정권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조사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태로 통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함.

ㅅ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주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특허청 고시인 ‘부정
경쟁행위 방지업무 위급규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슬로건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slogan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또는 문장. 단, 슬로건이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거나 자유사용이 필요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일반적인 구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대법원은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edge”은 고유한 식별력을 가진 슬로건으로 인정하여 상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후2793판결).

연기자, 연주자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으로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됨. 시청각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되지 않은 실연뿐만 아니라
고정된 실연에 대해서도 복제권과 배포권 등을 부여하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

승계

으로 함.

resumption
권리의 내용은 변동 없이 그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함.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시행규칙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침(특허법 제18조). 특허출원 전에 이루

enforcement regulation

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함(특허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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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식물특허

enforcement Degree

plant patent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 구 특허법 제31조에서는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
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성번식 식물만 보호하는 것으로

시효

이해되었음.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 식물특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식물발명도 다른 발명과

prescription

동일한 특허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 혹은 소멸시키는 제도.

식별력

distinctiveness
시효중단

상표에 있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하며, 나아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상표는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 일반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어떤 사실(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
하는 것)이 생긴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 시효중단이 있으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완전히 효력을 잃고 시효중단 사유가 해소된 후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을 계산함.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는 ①청구, ②압류·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 있음(민법 제168조).

명칭 표장(generic mark),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 표장
(arbitrary mark), 조어표장(coined or fanciful mark)으로 구분할 수 있음.

식별력이 없는 표장

ㅅ

indistinctive mark
식물 신품종 보호법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될 수 없는 표장. 상표법은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보통

ACT ON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명칭’, ‘관용표장’, ‘기술적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물 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2013년 발효됨. 한국은 「식물 신품종에
관한 국제조약(UPOV Convention)」 적용유예기간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보호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유형화하여 나열하고 있음. cf) 사용에 의한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종자보호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

신규사항 추가

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함. 이 법에 따라 식물신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addition of new matter

안정성이 요구됨. cf) 종자산업법(Seed Industry Act), 식물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Convention)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식물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UPOV Convention(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bles Convention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신규성 의제

새로운 식물의 종과 속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1961년 발효됨. UPOV에 의한 보호기간은 15년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특허법 제30조의 요건), 그 공지는 발명의

이며, 이미 알려진 식물은 본질적인 특징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 경우의 특징은 형태학적이거나

신규성 판단 시 선행기술로 보지 않음으로써, 발명이 신규성이 있다고 의제하는 것.

presumption of novelty / novelty grace

생리학적인 것을 포함), 충분히 균질적일 것, 그 본질적 특징이 안정적일 것이 요구됨.

신규성

no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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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로서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발명으로서 객관적 창작

정보기술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지식재산권 체계

성이 있는 것을 말함. 특허법 제29조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① 특허출원 전에 국내

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보호체계로,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조작 동식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인공지능(AI),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퍼블리시티권(publicity) 등을 들 수 있음.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편집저작물로서) 신문기사

신탁

trust
신탁설정자(위탁자, settlor)가 신탁인수자(수탁자, trustee)와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

newspapers

산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신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수익자, beneficiary)의 이익이나 일정한 목적에

신문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 원고를 편집담당자가 선택·배열하여 제작되는데, 그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따라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성립됨.

실사
신속심판

due diligence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지식재산권 거래에 있어서 그 소유관계, 판매, 라이선싱, 담보 등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과정. 실사의

우선심판 사유가 되는 사건(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각호)보다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심판.

목적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 및 법적 위험성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신속심판은 당사자가 심판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장 및 증거를 구술심리 기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신속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ㅅ

심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 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우선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신속심판이 가능한 사건에는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 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실손해배상원칙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 등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

doctrine of compensation for real damages

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등이 있음(심판사무규정 제31조의2).

신용

특허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자가 실제 입은 손해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

실시

good will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에 의해 얻어지는 재산상의 가치인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working / practice / use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 특허법에서는 실시를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분류하여 규정함(특허법 제2조 제3호).

신의칙

principle of good faith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민법 제2조제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시가능성

enablement / operability
미국 특허법상 명세서의 작성요건으로서, 유효 특허의 기재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실험없이 해당 발명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발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요건. 심사관은 클레임된 발명의 실시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실체적 거절
이유를 통지함.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신지식재산권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newly emerging I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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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약

실시예

license agreement / contract

mode

특허권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특허발명 또는 노하우의 실시를 허락하거나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PCT에서 말하는 실시예(mode)는 일본의 실시예, 유럽의 embodiment, 미국의 best mode를 총칭하는

타인에 대하여 저작물 또는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의미로 쓰이고 있음.

실시권

실시허락권

license

authorization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의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재산권을 정해진 방법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있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특허법에서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cf) 전용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 cf) license

실시권(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실시허락의사 등록제도
실시권자 금반언

LOR(license of right)

licensee estoppel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해서 제3자의 실시허락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선언 또는 특허원부에

지식재산권 실시권자가 실시허락된 재산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의 해석

등록한 경우에 특허유지료를 일정비율 감액하여 주는 제도. 실시허락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공표하는

규칙. 실시권자가 라이선스에 의해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특허를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허의 유통활용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영국, 독일에서

공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에서 확립된 판례이론. 그러나 1969년 Lear, Inc. v. Adkins 사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특허공보와 특허유통 DB에 게재하여 권리양도 또는 실시허락의 의사표시를

연방 대법원이 특허의 실시권자도 특허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특허에 있어서는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는 없음.

이 원칙이 파기됨. 상표권에서는 이 원칙이 지지되고 있음.

실시허락자
실시권자

licensor

licensee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 권리소유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전용

특허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

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음.

실시료

실연

license fee(유사어 : royalty)

performance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대하여 실시권을 받은 자가 실시권을 허락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저작물을 연기, 낭송, 노래, 춤 또는 상영 등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

실시예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embodiment
해당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발명의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예시.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1961년 체결됨. 모두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노동기구(IL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함께 관장하고 있음. 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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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와 최소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기간은 고정이나 실연,

유사할 것(실질적 유사성)이 요구됨.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방송이 행하여진 때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음. 체약국 사이의 분쟁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부분적 문자유사성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도 감안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06라503 결정).

실연자

performer

실체보정

일반적으로 민간전승 저작물을 포함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을 연기, 노래, 구술, 낭송 또는 기타 실연

substantive amendment

하는 사람으로서, 배우, 가수, 연주가, 무용가 등을 의미함.

특허 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을 말함.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경우 출원인이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절차보정과 구분됨.

실용신안

utility model

실체심사

특허법 상 발명과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의미하나, 실용신안은 주로 물품의

action on merit / substantive examination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창작이면서 발명에 비해 고도하지 않은 것을 의미. 보호기간 역시 설정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등록 후 10년으로 특허법상 발명(20년)에 비해 짧음. ‘소발명’, ‘고안’ 등으로 불리우며 실용신안 보호를

하는 행정행위. cf) 방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

위해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ㅅ

실효
실용신안법

lapse

Utility Model Act

하자 없이 성립되거나 유효한 법률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특허에 이르지 못하는 소발명에 대한 단기간의 보호를 위해 1973년 제정된 법률. 한국 실용신안법은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재정결정이 있는 경우 재정을 받은 자(통상실시권자)는 재정에서 정한

1998년 개정 전까지 심사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무심사주의로 전환되었다가, 2006년부터

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의 효력은 실효됨.

다시 심사주의로 회귀함

심결
실용특허 [미국]

trial rulings / decision

utility patent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 판단. cf) 심결의 효력(effect of trial decision)

한국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개념. 미국은 실용신안제도가 없으며, 특허를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로
구분함.

심결의 효력

effect of trial decision

실질적 유사성

심판관은 일단 심결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한 후에는 스스로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substantial similarity

당사자는 위법 부당한 심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상급기관에의 불복을 통해서만이 그 취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침해를 주장

변경을 구할 수 있음.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

하는 자(원고)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침해자의 저작물이 원고의

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cf) trial decision(심결)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하였을 것(의거성), 침해자의 저작물과 원고의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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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제품의 성능이나 작용 등 실용적인 기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실용적 기능성’뿐만 아니라 심미감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또한 기능의 하나로 간주하여 독점적 권리부여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임. Au-Tomotive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그 심결이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Gold Inc. v. Volkswagen of America, Inc.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침해자 측이 유명 자동차회사의
로고와 표장을 허락 없이 키홀더와 자동차 번호판 커버 등에 사용하면서 이를 상표적 사용이 아닌 심미
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비침해를 주장한 ‘심미적 기능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음(457

심리방식

F.3d 1062(2006)).

method of hearing
소송심리의 방식에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직권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병행심리주의 등이 있음.

심볼마크

symbol mark

심리절차개시결정

decision on petition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디자인된 이미지를 말함.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내리는 결정. 개시결정서를 사건 당사자들에 통보

심사전치

하여 결정을 알리고 이 후 현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에 의해 심리가 진행됨

reconsideration by examiner before trial,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와 관련

심리종결

closure of trial proceeding
법률상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공식적 재판이나 심사행위를 종료하는 것.

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된
출원서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는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재심사청구하는 명세서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notice of preappointed date of closure of trial proceeding

심사처리기간

당사자에게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자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하는 것.

pendency period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상 개월 수로 표시되며, 산정방식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미성

심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종결처리기준)과 심사청구일로부터 1차 처리(First Action)시

aesthetic impression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1차 처리기준)이 있음.

디자인이 관찰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미적 인상.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사청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request for examination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함.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실체심사의 개시를 구하는 의사표시.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음.

심미적 기능성 이론

doctrine of aesthetic functionality

심판관 합의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심미적으로 호감이 가는(pleasing) 형상은 기능적인 것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collegial body of appeal examination / of administrative trial

누구든지 복제, 모방할 수 있으므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이론. 상표에서는 기능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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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협의하여 심판사건을 결정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 중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심판관으로서 심판의 합의체(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구성원 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1인의 심판장을 둠.

심판관

심판정

trial examiner / administrative judge

trial court

특허심판원 소속으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심판사건을 심리하는 곳.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함(특허법 제132조의16 제1항). cf) 특허심판원(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심판제도

trial system

심판관의 기피

지재권에 대한 분쟁이나 심사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앞서 전문행정기관인

challenge of trial examiner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 또는 준사법절차의 일종. 특허심판은

심판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심판관에게 있을 때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됨. cf) 결정계 심판(ex parte appeal proceeding), 당사자계 심판

인이 그 심판관을 심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inter parties trial)

심판비용 부담

심판참가

bearing of the costs of a trial

intervention of trial

심판 절차 수행에 소요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문제.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판이 계속되는 중에 제3자가 심판당사자의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 제3자가 심결의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지위 및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심판에 참가하게 됨. 당사자참가와 보조

정함.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나,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청구인, 피청구인이

참가가 있음. cf) 당사자참가(intervention as a party), 보조참가(intervention for assistance)

ㅅ

함께 부담하며,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를 하는 자가 부담함.

심판청구 이유서
심판비용

appeal brief

cost of trial / appeal examination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과

특허청 고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 또는 재심과

그 근거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심판청구의 각하
심판의 이익

dismiss of petition for trial

interests of trial / appeal

심판청구서의 기재 방식을 위반한 경우,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한 청구, 수수료 미납부 등의 사유가 있는

심판을 청구할 법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우에 심판장은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심판청구인이 그 흠결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 결정으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함(특허법 제141조 제2항).

심판장

presiding trial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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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취하

withdrawal of petitions for Trial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단독적 의사표시. 심판청구는

ㅇ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특허법 제161조).

아디다스 삼선상표 사건 [유럽]
쌍방대리

Adidas vs Shoe Branding Europe case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2018년 3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상표 유사여부판단에 대한 판결.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일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재판소가 양 상표의 줄무늬(stripe)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였고 줄무늬 길이의 차이 여부가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인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양 상표의 유사성 및 양
상표 지정상품의 동일 / 유사성의 정도, Adidas사 선등록상표의 높은 명성(high reputation)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주의력을 지닌 출원상표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의 경우 양 상표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인식
할 가능성이 높고, Shoe Branding Europe사의 출원상표의 사용은 그러한 사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Adidas사의 저명상표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함.

아시아변리사협회

APAA(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아시아 지역에서 변리사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9년
설립된 비정부기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 16개국, 유럽연합(EU) 27개국, 제3그룹 3개국 정상들과 EU 집행위원장,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사무총장이 2년마다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간한 ‘월드 팩트북 2010(CIA The World Factbook 2010)’에 따르면 ASEM 지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3%를 차지하고 총면적은 33.4%를 차지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출범한 협력체. 1989년 11월 호주에서 첫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3년 시애틀에서 첫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미국,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에 상설사무국이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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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행위

압류

misappropriation of idea

attachment / distraint / seizure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1.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2.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 3. 국가기관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처분.

행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도입됨.

압류물
아프리카 정부 간 지식재산권기구

seized objects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법원의 강제처분에 의해 사실상 처분이 금지된 물품.

1976년 루사카 협약(Lusaka Agreement)을 통해 창설된 정부 간 지재권기구. 가나, 케냐, 나미비아, 수단,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등 영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1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본부는 짐바브웨 하라레에

압수수색영장

있음. 특허의 경우 각 회원국이 특허출원을 접수받으면 ARIPO에서 실체심사 후 등록하며, 모든 회원국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에서 등록받는 효과가 있음. 한편, 상표의 경우, 각 회원국이 상표출원을 접수받으면 ARIPO는 방식심사만
담당하고 각 회원국이 실체심사 후 등록하는 절차로, 상표등록의 효과는 해당 국가에서만 적용됨.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와 수사기관의 신청 없이 법원이 스스로 발부하는 명령장인 경우(형사소송법
제l13조, 제115조)가 있음.

OAPI(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애플매장 레이아웃 상표 사건 [유럽]

OAPI는 회원국간 동일한 산업재산권 시스템 및 행정절차의 적용을 위한 1977년 방기협약(Bangui

Apple lay out case

Agreement)에 의해 탄생함. 카메룬, 차드, 콩고, 말리, 세르갈 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17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본부는 카메룬 야운데에 있음. 이 기구는 파리조약, PCT,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맹국들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를 하지는 않고, OAPI에 지재권을 등록함으로써만
권리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2014년 7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상표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판결. Apple사가 독일특허청에 일반
소매매장(retail store)의 레이아웃(lay out)을 입체 상표로 출원했으나, 독일특허청은 애플 상표가 단지
영업을 위한 본질적인 형태에 불과하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거절함. 이에 애플이 독일특허
법원에 항소하였고, 특허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매매장의 레이아웃과 같은 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을 요청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 출원상표가 소매매장 내부 인테리어의

알고리즘

라인(lines), 곡선(curves), 형태(shapes)의 총체적인 집합체(integral collection of lines)로서 식별력이 있을

algorithm

경우 상표로 기능한다고 판결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ㆍ방법ㆍ명령어들의 집합.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애플-미무역위원회사건 [미국]
암시적 상표

APPLE-ITC case

suggestive mark

2013년 8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내린 특허침해소송 판결. 특허권자인 원고의 모바일 멀티터치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기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데 불과한 상표로써, 기술적 상표

스크린 관련 특허에 대한 침해 분쟁으로 ITC의 특허관련 심리에 대한 연방특허법원의 2심으로, 특허권자의

(descriptive mark)는 등록받을 수 없는데 반해 암시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음.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유효성 및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멀티터치 패널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로
진보성 검토에서 원고인 애플사의 상업적 성공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진보성에 근거한 관련 청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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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은 취소하였고, 침해 이슈에서는 관련 청구항의 경우 피고 모토롤라의 관련 제품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약리효과를 기재하여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음(특허심사기준 3장 발명의 설명).

판결한 사례로, 특허의 진보성 논점에서 상업적 성공요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약식재판 [미국]
애플-삼성 사건 [미국]

summary judgment

APPLE-SAMSUNG case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어 법률문제만으로 종결되는

2012년 7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스마트폰의 통합검색 및 디자인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서면으로 판결하는 간이 소송절차를 말함.

등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생산, 사용, 판매,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허가하면서 공탁금 95백만불을 명령

약화

하였고, 2014년 3월 1심 최종심에서 9억 3천만불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이후 2심, 3심이 진행되어 삼성

blurring

전자의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되었고 2018년 5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디자인권 3건에 대한 침해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 기술특허침해부분은 530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함. 이 사건은 표준특허보다 상용특허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판결임.

어느 상표를 타인이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가 지니는 기존의
판매력을 감소시키는 것.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앤여왕법

Act of Queen Anne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여왕법은 저자의 권리를 최초로 명시하였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14년으로 하고 저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한해 14년을 연장함.

특허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로서 유·무상을 불문함. cf) 실시(working / practice) 참조.

양도

ㅇ

assignment / transference

야쿠르트 사건 [일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양도는 특허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이며 유상의 판매나

Yakult bottle case

무상의 증여를 불문함.

2010년 11월 16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22年(行ケ) 10169).
이 사건에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는 다수의 유산균

양도인

음료가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8% 이상의 수요자가

assignor / transferor

이 사건 출원상표 용기를 보고 ‘야쿠르트’를 상기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은 수요자에 의하여 X(원고)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하는 표지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시장에 다수의 유사한 형상의 상품이 있음에 불구

양도증서

하고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결임.

deed of assignment
발명자(출원인)가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특허청에

약리데이터

등록하기 위한 증명으로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후에 제출하여도 됨.

pharmacological data
화학물질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해당 발명에 관계된 물질에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양벌규정

말함. 발명의 설명에는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joint pen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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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게

working as business / practice for business purpose

하는 규정. 쌍벌규정이라고도 함.

광의의 경제활동의 하나로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공정한 경쟁실시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개인적인 실시 또는 가정적인 실시는 ‘업으로서 실시’에서 제외함.

양수인

assignee / transferee

엘리스-CLS BANK 사건 [미국]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양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Alice-CLS BANK case
2014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무효소송 판결. 사기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양해각서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Alice의 특허가 무효라며 CLS Bank가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Alice의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범용 컴퓨터에 의해 단순 실행되는 것 이상의 부가적 구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서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재능이나 창작성을 단순히 구현하는 무효인 출원발명과

체결하는 계약서. 즉, 당사자 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됨.

인간의 재능이나 창작성에 그 이상을 가미 또는 변환한 유효한 발명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함. 또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발명의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을 판단하기 위하여 2단계 검증법을

어문저작물

제시함. 대법원은 Alice 특허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무효판결을 하며

literary work

CAFC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함. (1단계 : 청구항 발명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혹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독창적으로 쓰여진 저작물(written work) 전체를 의미. 말과 글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시, 소설, 수필은
물론 평론, 희곡, 시나리오 등 이른바 문학의 범주에 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며 강연이나 연설처럼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됨.

관한 것인가? 2단계 : 만약 청구항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인 경우, 청구항이 전체로서 특허적
격성과 관련된 법률적 예외사항과 현저하게 다른 것을 열거하고 있는가?) 동 판결은 향후 컴퓨터 및

ㅇ

의료분야 발명 등의 특허적격성 논란의 시초가 되는 판결임.

엘지-월풀 사건 [미국]

업무상저작물

work made for hire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되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이
가짐.

LG-Walpool case
2011년 7월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내린 냉장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 원고인 엘지전자는 얼음과
물이 냉장고문 밖의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매커니즘에 관한 미국 특허의 특허권자이고, 피고인 월풀은
얼음을 보관하는 장소를 냉장고 뒤편에서 냉장고문에 위치한 칸막이로 옮긴 미국 특허와 열로 인한 휘어
짐을 방지하기 위해 안감을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의 특허권자임. 엘지전자는 월풀의 특허가
무효이고 엘지전자는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표장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함. 배심원은 엘지전자의 특허가 유효하지만 피고는 이를 침해하지

business emblem

않았고, 원고의 양문형 냉장고는 월풀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문언침해하였으며, 원고의 프렌치 도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냉장고는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함. 또한 안감 관련특허의 청구항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서

표장(상표법 제2조제1항제9호). 봉사활동단체 또는 사회공헌단체의 표장이나 한국소비자원, YMCA 등이

무효라고 평결한 사례임. 추후 양사는 합의하에 소송을 종료함.

업무표장에 해당함.

역공탁금

counter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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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피의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

연결부

위해 공탁기관에 맡겨 두는 금액.

transition
영문 특허 청구항 작성의 형식에서 전제부(preamble)와 본문(body)을 연결하는 부분. 주로 “포함하는

역균등론

(comprising)”, “구성되는(consisting of)”, “필수적으로 구성하는(consisting essentially of)”가 대표적으로

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사용됨. cf) 포함하는(comprising), 구성되는(consisting of), 필수적으로 구성하는(consisting essentially of)

특허권 침해자의 방어 논리 중의 하나. 비록 제소된 장치가 특허청구항의 문언상 침해일지라도 제소된
장치나 공정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특허발명의 기능을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비침해가

연극저작물

성립된다는 이론.

theatrical work
몸짓이나 동작에 의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저작물. 연극저작물에는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등이

역분석

포함됨.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특정 매체나 방법에 고정(fixation)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reverse engineering

초기에 베른협약에서는 안무가 무용 등의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스톡홀름 개정

제품을 분해하여 해석ㆍ평가함으로써 그 구조, 재질, 성분, 제법 등 그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정보를

협약에 의해 가맹국의 국내법 규정에 일임함.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극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고정화를

추출하는 행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저작권법은 고정화가 연극저작물의 성립요건임.

역지급합의

연대책임

reverse payment settlements / pay-for-delay settlement

joint responsibility

의약분야에서 의약품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제네릭 제약

수인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 연대책임의 내용은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회사와 특허권자가 소송 중에 체결하는 합의로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있으나, 실정법상 거의 대부분은 채무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연대책임을 의미.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회사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금원, 특허권 이용허락, 독점판매권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함.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reverse payment agreement” 등 다른 명칭으로도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미국]

불림.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1996년 1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저명상표(famous trademark)를 희석화하는 행위를 “상품서비스를 식별

역혼동

하고 구분하는 저명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the lessening of the capacity of a famous mark to

reverse confusion

identify and distinguish goods or services)”로 정의함. 저명상표 소유자에 대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상표권자 내지 선행 상표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유사상품이나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자에게 소를 제기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선행 상표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후행 상표

권한을 부여하고, 상표희석화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상표침해와 달리 소비자의 혼동가능성(likelihood

사용자로 오인ㆍ혼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보통은 후발 사용자가 선발 사용자보다 규모가 크고 더

of consumer confusion)에 대한 입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잘 알려진 경우가 많음. 이 경우 후발 사용자의 상표에 친숙한 소비자들은 후발 사용자가 선발 사용자와
동일하거나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함. 2017년 1월 미국의 The End Brooklyn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社가 ‘Unicorn Latte'라는 음료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 후 Starbucks社가 ‘Unicorn Frappuccino’라는 제품명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으로 음료를 출시하여 대규모 마케팅에 나서자 The End Brooklyn社가 역혼동을 주장하며 Starbucks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470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82년 특허 전문 항소법원으로 신설됨. 특허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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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지역별 항소법원의 특허 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계를 1종 영구기관이라 하고, 단 하나의 열원으로부터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항소법원을 통합해서 출범함.

열을 흡수하여 계속하여 일로 변환하는 기계장치를 제2종 영구기관이라 하며 이 둘을 합쳐 영구기관
이라 함. 영구기관은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실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성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될 수 없음.

연방항소법원 [미국]

U.S.C.A.(U. S. Court of Appeals)
연방의 제2심 법원. 전국을 13개 순회구로 구분하여 각 구에 한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영상저작물

각 법원에는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과 여러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그 순회구

cinematographic work

내의 연방지방법원 및 여러 종류의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영상저작물은 일정 매체에 고정
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일본도 동일).

연속출원 [미국]

continuing application
이미 출원된 모출원의 출원계속 중에 모출원에 대한 출원일의 이익(특허성에 관한 판단시점의 소급)을

영업방법 발명

주장하면서 추가로 진행되는 출원을 말함. 연속출원에는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BM(business model / business method) inven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이 있음.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포함한 발명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
(BM) 특허가 됨.

연차기술보고서

ATR(Annual Technical Report)

ㅇ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보고서 중의 하나로, 출원 및 등록 통계, 자동화시스템, 데이터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 [미국]

베이스, 대민서비스, 정보화분야 국제협력 등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활동 전반에 관해 각 회원국이

CBMR(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영문으로 작성한 보고서.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제도로서 미국 개정특허법
(AIA) 제정일(2011.9.16.)로부터 1년 뒤에 시작하여 8년 후에는 폐지되는 제도임.

연차료

annual fee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금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certification of original document of trade secrets
열람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여부를 증명 받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access / inspection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해당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입증하는

출원서류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의미함.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특허원부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말함.

영업비밀

영구기관

trade secret

perpetual motion machine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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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미국]

DTSA(Defend Trade Secrets Act)

것과 혼동하게 하는 것도 새로이 포함

미국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형사적 제재를 규정한 법률을 말하며, 2016년 5월 11일

예견

확정·시행됨. 통일영업비밀법(UTSA)보다 민사적 구제조치는 확대되었으며, 경제스파이법(EEA)보다

anticipation

영업비밀절도(theft of traded secrets)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cf) 경제스파이법(EEA), 통일영업비밀법

하나의 선행기술이 특허청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선행기술이 특허

(UTSA)

청구된 발명을 ‘예견’하고 있을 경우 특허청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등록이 거절됨.

영업비밀보호제도

예고등록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registration for public announcemen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것을 제3자에게 알리기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 및 경영정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연구·

위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행하는 등록.

개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부경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인정함.

예납제도
영업상 신용 / 업무상 신용

deposit account

business reputation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고객이 선호하고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와 계속 거래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영업상의 가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예방 / 방어특허

침해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 및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행위 및 상표권자

defense patent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특허권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공개를 통하여 향후 특허침해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특허를 의미함. 미국은 과거 출원인이 특허받을 권리를 포기하면서 신청할
경우 바로 공개하여 선행기술의 지위를 부여하는 SIR(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제도를 운영한 바

영업소

있으나, 출원공개제도 도입(’99)으로 유명무실해지자 AIA 개정 시 폐지(’12)하였음.

place of business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영업하는 장소. 영업소는 단순히 점포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장, 농장 등도 포함

예비보정 [미국]

되며 반드시 본점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어떤 장소를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영업의

preliminary amendment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영업제공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overall appearance of business place
특정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이 결합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던 것에 상품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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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거절통지서 발송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특허상표청에 도달한 보정.

예비적 합의서

letter of intent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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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결과 [미국]

자체의 오인)가 있음. 예를 들어 지정상품을 ‘청주’로 하여 ‘맑은유자향’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을

unexpected results

‘소주’로 하여 ‘보드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있음.

발명으로부터 생겨난 놀라운 결과를 말하며,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사유가 됨. 이러한 효과의
입증을 위해서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가 발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 시각을 표시하거나, 발명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대한 찬사를 보낸 사실을 활용할 수 있음.

online service provider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총칭함.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예술적 가치

복제·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설비를 제공·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함.

artistic merits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 그러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

올림푸스 사건 [일본]

성만 있으면 될 뿐, 예술적 가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아님. cf) 창작성(originality)

Olympus case
2003년 4월 22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13年(受) 1256). 이

오렌지북 [미국]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당해 근무규칙 등에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 대해 지불하여야 할 대가에 관한

Orange book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대가액이 [특허법] 에서 정해지는 대가액에 모자랄 때에는 제35조

미국의 승인 의약품 목록으로서 오렌지색 표지로 발간된다고 하여 오렌지 북이라고 불림. 공식명칭은
‘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임. 처방의약품의 치료적 동등성
평가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 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 각 의약품에 대한 특허번호가
등재되어 있음.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족액에 상당하는 대가의 지불을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용자와 종업원간 협의, 책정된 기준의
개시,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법원에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시에는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 사용자의 부담

ㅇ

및 공헌도, 종업원의 처우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

오아시스 / OASIS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비영리 국제컨소시엄으로 데이터와 콘텐츠 교환의 표준에 주력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세계 최대 XML
표준화 기구. 세계 65개 국가에서 600개의 기구와 개인 회원이 가입하고 있음.

올림픽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올림픽 심볼인 오륜을 상업적 목적(광고, 상품, 상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1981년에 체결됨. 회원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 없이 올림픽 심볼이 출원될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해야만 하고 등록되었다면 당해 등록을 무효화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함.

오용

misuse

옴니버스클레임

원래의 의미나 용도를 다른 의미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

omnibus claim
명세서의 일부와 도면번호를 인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정의하는 청구범위의 형식. 예를 들어

오인

‘도면과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됨. 옴니버스 클레임은 과거에 영국과 인도 등

misleading

소수의 국가에서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청구범위가 발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고 하여 거절되는

오도하는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의미함.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임. 특허와 달리 디자인의 경우는 아직도 옴니버스클레임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가령 디자인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특허에 청구범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은 ‘도면과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치의 장식적 디자인

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자체를 다른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상품

(the ornamental design for a device as shown and described)’과 같은 형식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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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아마존 사건 [미국]

Wax-AMAZON case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2013년 1월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투자관리, 벤처캐피탈 유치 및 컨설팅 업종을

외국출원 허가 [미국]

영위하는 업체의 상호인 ‘AMAZON VENTURES’의 상표등록에 관한 분쟁에서 온라인 소매상업체인

foreign filing license

AMAZON.COM과의 상표침해가 이슈된 사안으로, 상기 두상표의 경우 영위 업종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행해진 모든 발명을 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미국

소비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에 따라 상표 희석논리에 따른 상표등록 거부 결정을 확인한

특허상표청장의 허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등록결정이 나오지 않게 되며, 특허

사례임.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됨. 이를 위반한 출원인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미국 특허법 제184조). 미국 외에도 영국, 중국, 인도, 싱가폴, 독일 등에서 유사

외관

제도를 운영 중이나, 구체적인 방식 및 위반시 제제 등은 차이가 있음.

appearance
물품이나 표장의 외부적 형태를 의미하며, 인체의 시각을 통해 감지되는 외부적 형상 등을 의미함. 디자인

요약서

에서는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외관이 그 보호대상이며, 상표에서는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 시에 외관을

abstract

통하여 직감되는 관념을 이용함.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기술정보. 출원된 발명이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원인이 작성하여 출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음.

외관관찰

observation of appearance

요지변경

상표의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구성상의 시각적 요인에 의해 관찰하는 것을 의미함.

change of substance
최초의 출원서와 보정한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본질적 부분을 최초 출원 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것. 상표

외국어 국제특허출원

출원의 경우 지정상품의 확대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PCT patent application in foreign language
특허협력조약(PCT) 루트를 이용하여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 출원인은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의

요지주의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acknowledgement theory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에 관한 주장의 하나.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지한 때에 그 효력이

외국어 동등의 원칙 [미국]

doctrine of foreign equivalents

생긴다는 주장. cf) 도달주의(principle of arrival), 발신주의(sending theory)

외국어 단어가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표장과 혼동이 되는 표장으로 등록이 불가한지

용도발명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의 상표심사 규정.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에게 익숙한 외국어 단어나 이와 동등한

invention of use / use invention

영어 단어는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는 원칙.

특정의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하여 물질 자체가 지니는 특성(용도)에서 새로운 용도로의 이용과정에
발명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함.

외국인 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우선감시대상국 [미국]

외국인이 한국 법인 또는 한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PWL(Priority Watc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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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지재권 보호 미흡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는 조항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신규성, 진보성,

신설함. 이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을

선후 출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발표함. PWL은 PFC와는 달리 미국 통상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USTR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체 분류임.
PWL 지정은 통상법상의 의무적인 조사, 협상 및 보복조치를 위한 것이 아닌 해당국에 대한 주의환기

우선권주장

또는 경고를 주기 위한 조치임.

priority claim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claim of priority 참조.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우선권주장의 포기

우선권주장(claim of priority) 참조.

waiver of a claim to priority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으나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원의

우선권기간

우선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함.

priority period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파리조약상 우선권 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12개월,

우선권출원번호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하여서는 6개월임.

priority application number

우선권서류 교환서비스

우선권주장 출원 시 선출원의 출원번호.

PDX(Priority document eXchange)

우선심사제도

우선권주장 출원 심사 시 타국에서 출원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expedited /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위해 개발된 양자 간 우선권증명서류 전자교환시스템. 현재 IP5 특허청들 간 이 방식을 이용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고 있으며, 대만과도 별도 보안망을 사용하여 교환 중임.

법률 등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통상적인
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됨.

우선권서류

priority documents

우선심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

expedited appeal examination

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그 번역문과 함께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심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이 해당됨(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통상 우선심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

우선권주장

claim of priority

우선일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서 선출원 명세서

priorit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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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의미.

우선협상대상국 [미국]

원산지명칭 즉, 어떤 제품이 기원하는 지역, 그리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인 환경에
필수적으로 기인하는 품질 또는 특징을 나타내주는 지역(나라, 지방)의 지리적 명칭의 보호를 목적으로

PFC(Priority Foreign Country)

1958년 체결된 국제협정. 원산지명칭은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WIPO의 국제사무국에 등록하고, 국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5월경에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사무국은 기타회원국에 원산지명칭이 등록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2018년 10월 1일 현재 28개의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하여서는 30일 이내에

회원국을 두고 있음.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무역 보복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함.

원산지명칭표시제도
우측면도

AOC(Apellation d'Origine Controlee)

right side view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와인, 증류주, 농축우유, 천연수 등 원산지명칭 표시와 지리적 표시를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정면의 우측에서 보이는 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우회발명

원산지허위표시행위

circumvent invention

acts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origin by making false marks

기존의 특허발명과 기술적 사상은 같지만 보호범위를 다르게 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를 추가한 발명으로서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를

결국은 기존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발명. 예를 들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표시하거나 이러한 표시를 한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ㆍ수출 등을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최초의 요소와 최종의 요소는 동일하고 중간에 객관적으로 보아 불필요한 요소를 덧붙인 경우가 해당됨.

말함(부정경쟁방지법 제1호 라목).

원고

원출원

plaintiff

original application

소송 당사자 중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신청한 자.

동일발명자에 기재된 일련의 특허출원 중에서 분할 전 또는 변경 전의 최초출원.

원산지 국가

웹호스팅

country of origin

web hosting

리스본협정(Lisbon Agreement)에서 원산지명칭의 지역이 소재하는 국가를 의미함.

웹 서버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

원산지 명칭

appellation of origin

위법행위

생산물의 품질이나 특성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유래하는 생산물에

misconduct

대해서 그 생산물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을 의미함.

법률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형법에서의 범죄행위,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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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위를 의미함. 광의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배심원 등의 위법행위를 가리키지만 특히 재판 관여자가

위치상표

소송당사자의 권리 또는 정당한 재판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position mark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위임장

지정상품의 특정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표장.

power of attorney
특정인에게 특정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대리권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위탁저작물

그 증거로 이용됨. 그러나 대리권수여의 원인행위인 위임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이론상 별개

commissioned work

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저작자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의미함.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위조

따라 의뢰인에게, 창작자에게, 혹은 공동으로 인정되기도 함. 예를 들어 저작물의 작성을 도급인(의뢰인)이

counterfeiting

계획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창작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도급인의 지시 또는 주문사항을 작품 중에 나타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자가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특허 등

냈다하더라도 작성자인 수급인이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구사하고 스스로의 창의와 기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함.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위탁을 받은 수급인의 정신적 작업이 작품의 결정적인 요소로 되었다면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 저작자로 됨. 우리와 다르게 미국 저작권법 상에서는 위탁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의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counterfeiting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center

하나로 간주되고 저작물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됨.

특허청이 위조상품의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설치한 인터넷 사이트. 위조상품의 유통, 제조,

유권해석

판매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제보를 접수하며,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침해

official interpretation

행위자에 대한 조사 실시, 시정권고, 검찰 송치 등을 수행함. 온라인상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제보도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ㅇ

접수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함.

유도침해 [미국]

inducement infringement

위조상품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적극적으로

counterfeit goods

유도하는 행위도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것. 유도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침해가 발생했을 것,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 cf) 진정상품

② 직접 침해행위가 일어나도록 침해유도자가 실제로 유도했을 것, ③ 침해유도의 의도가 있었을 것

(genuine goods).

(고의)이 요구됨.

위증죄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offense of perjury

European Commission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 특허법 또는 상표법에서는 증인·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연합(EU)의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EU 관련 각종 정책을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입안하고 EU의 법안들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227조, 상표법 제232조).

함께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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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종전의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이 2016년 3월 23일부터 그 명칭을 EUIPO로 변경. EUIPO는 EU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전역에서 유효한 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등록 및 관련 업무를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참조.

수행하고 있음. EUIPO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원(Boards
of Appeal)과, 2012년 6월에 설립된 유럽 지식재산권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조직으로 두고 있음. 본부는 스페인의 알리칸테에 위치.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 / 94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공동체상표제도의 초안은 1980년에 이미 마련되었으나 유럽공동체 상표 및 디자인 규정에 따라 상표,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절차를 관할 관청인 (구)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의 소재지 및 공식언어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유럽공동체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13년간 협상이 지속되다가 1993년 12월 채택됨. 이 법에 따라 유럽공동체상표는 출원인이 직접 상표청을
통하여 출원하거나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상표청에 출원할 수 있음. 이러한 경로로 등록된 유럽
공동체상표는 유럽공동체 전역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침.

유럽연합상표

EUTM(European Union of Trade Mark)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를 통한 출원 및 등록절차에 의해
등록된 상표. 2015년 12월 15일 유럽의회에서 기존의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제도의
개정에 따라 CTM은 EUT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할기관의 명칭도 기존의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 OHIM))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으로 변경됨. EUIPO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로써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
국내에서 유효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음.

유럽단일특허 [유럽]

European Unitary Patents
유럽특허는 특허출원, 심사 업무는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권리의 획득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별로
지정하여 번역본의 제출 및 수수료를 내야하며, 특허무효 또는 침해의 소송도 각 회원국 법원에 제기
해야만 하여 비용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었음. 유럽단일특허 제도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절차로 특허출원, 심사 후 모든 회원국가에 동일한 효력으로 등록, 통합특허법원을 통한 소송의
효과가 모든 회원국가에 동일하게 미치는 통합 특허체계임. EU 28개국 가운데 스페인, 크로아티아, 폴란드를

유럽특허기구 [유럽]

European Patent Organization(EPOrg)
1973년 유럽특허협약(EPC)에 의해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럽특허기구 산하에 집행기관인 유럽특허청
(EPO)과 EPO의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인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를 두고 있음.

제외한 25개국이 참여. 현재 통합특허법원(UPC)의 위치가 확정되었고 회원국별로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 [유럽]

대한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ACEPO(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유럽특허청(EPO)의 기관으로 EPO에 대한 감독, 예산승인, EPO 청장 임명 등의 역할을 수행함.

유럽사법재판소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특허분류 / ECLA

유럽연합(EU) 기관의 절차를 거친 규칙이나 지침, 결정 또는 유럽위원회(EC)의 조치 등에 대하여 다른

European Classification

기관 또는 가맹국,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법원으로서 심리를

유럽특허청(EPO)의 특허분류 방법으로서 ‘ECLA’라고도 함. ECLA는 국제특허분류(IPC)를 세분화한 것으로

담당함. EU의 확대 및 시장통합에 따라 1989년 제1심법원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주로 경쟁규약을 둘러싼

1개의 IPC 서브그룹을 31개의 ECLA로 세분화함. ECLA 서브그룹은 1자리 문자+숫자+문자 등으로 구성됨

개인 및 기업의 소송을 관할함.

(A47G 가정 및 책상 용품). 한편, 현재 세계적인 특허분류체계는 선진특허분류(CPC) 체계가 이용되는
추세이며, 2015년 현재 전 세계 특허문헌의 약 71%가 CPC 체계로 분류되고 있음.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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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특허제도 [유럽]

유사군코드

European Patent System

similar group code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해 시행된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EPO)에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출원함으로써 EPO에 가입하고 있는 각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시스템임. 유럽특허는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출원단계만 통합된 것으로서 EPO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아 등록이 되면, 각 지정국 단계에서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여 해당국가의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는 것임. 즉, 유럽특허는 유럽 전체지역

유사기술

에서 하나의 특허권이 통용되는 지역특허가 아니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1개국 1특허제도이며, 등록 후

analogous art

연차료를 각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도 각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유럽특허조약 [유럽]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뮌헨조약이라고도 하며 유럽시장 통합과 병행하여 지재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서 1973년 성립되어 1977년에
발효됨. 이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특허청(EPO)이 설립됨. 회원국은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단일 출원 및
심사를 통해 각 체약국에서 허여되는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음. 2019년 현재 38개 유럽국가가
가입되어 있음.

분야의 정보. 유사기술의 경우 비자명성(진보성) 유무를 입증하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음.

유사성

similarity
대비되는 양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자만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면에서 비슷하여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유사표장 [미국]

pseudo mark

유럽특허청 [유럽]

EPO (European Patent Office)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근거하여 1977년 설립된
정부간 조직. 유럽연합 회원국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며 항고부(Boards of Appeal)를 두어
EPO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심리함. 독일 뮌헨에 EPO본부가 위치하며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베를린
등에 지사가 있음.

ㅇ

유사표장은 대안적인 또는 의도적으로 틀린 철자의 표장을 검색하기 위해 미국특허상표청 검색에서
사용되는 표장임. 미국특허상표청은 상표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에 이러한 유사표장을 할당하고 있음. 유사표장 검색은 문자상표와 매우
유사하거나 음소적으로 동가인 스펠링을 찾아 줌.

유예기간

유럽특허청 네트워크 [유럽]

grace period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한이 종료된 후에라도 그 절차에 따른 법적 효과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예를

PatNet
EPO를 중심으로 그 회원국들과 인터넷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로서 우선권 서류 등 지재권 관련 자료의
전자적 교환에 활용.

들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원칙적
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이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특허법 제30조 제1항).

유럽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유럽]

DOCDB
유럽특허청(EPO)에서 약 90개 주요국가의 특허서지정보를 수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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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당해 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에게 즉시 구체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에게 무효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임.

말함. cf)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유효출원일
유전물질

effective filling date

genetic material

출원의 실제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초 출원일.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육면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set of six views

ABSCH(ABS Clearing-House)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로 이루어진 한 묶음의 도면을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

말함. 2010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육면도와 사시도의 제출의무가 폐지됨.

(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육성자

plant breeder

유전자원 제공국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에서는 신품종을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육성한 자 또는 개발한 자의 고용주나 승계인도 포함하는 개념.

야생 또는 사육된 생물종을 포함하여 현지 내(in-situ)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 외(ex-situ)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육성자의 권리

ㅇ

plant breeder's rights

유전자원

육성자가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genetic resources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음반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phonogram
음(음성,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저작권법 제2조 5호). 실연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의 대상이며

유전자특허

실연상의 소리나 기타의 소리를 오로지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함. 따라서 디스크나 테이프에 소리가

patent for genetic engineering

녹음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반이 됨. 그러나 소리와 함께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는 음반이 아니라

유전공학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 유전자 또는 이 유전자가 코딩하는 단백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는

영상저작물이 됨.

특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성 있는 유용성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한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협약
유효성 추정 원칙 [미국]

presumption of validity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무효로 확정되기까지의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미국 특허법 제282조에서 규정하고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일명 레코드 협약이라고도

있으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불리며 음반 해적판의 유통을 방지하고 음반의 무단 복제물의 작성, 수입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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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71년 10월에 채택됨. 이 조약은 WIPO와 UNESCO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새로운 물질 또는 이미 알려진 물질의 최초의 의약적 용도의 발견에 기인하거나,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발명

음악저작물

musical work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음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교향곡, 현악곡, 오페라, 재즈, 샹송, 대중가요, 동요

Patent-Drug Approval Linkage

등 표현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음악저작물에 포함됨. 저작권법상 ‘고정(fixation)’이 저작물의 요건이 아니므로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악보에 고정되지 아니한 즉흥연주, 즉흥가창 등도 그에 의해 표현된 악곡 및 가사 등이 음악저작물로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인정될 수 있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
한ㆍ미 FTA체결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12년 특허목록 등재와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등
일부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 3월부터 판매금지조치제도 시행 등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응용미술저작물

work of applied art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이명저작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pseudonymous work
아호, 필명, 약칭, 별명, 예명 등 실명 이외의 호칭이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의견 [미국]

remark

이용관계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표시하는 의견.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improvement / use relationship

보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의견서는 ‘written argument’, ‘opinion’임.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 선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출원 권리의 침해로 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함.

의견서 / 답변서

written argument / written reply

(판결) 이유

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명령서, 의견제출통지 등에 대해 의견 또는 답변을 기술한 문서.

ground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에 의하여 법률의 해석. 적용을 밝혀 판결주문이 유래하는 판단의 경위를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

의사에 반한 공지

disclosure against the will
“의사에 반하여”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이 공지 등으로 되는 것을 인정할 의사를

이의신청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이 공지 등으로 된 것을 의미. 어떠한 형태로 공지 등이 되었는

opposition

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 예를 들어 그 발명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취나 사취 등으로

(상표) 출원공고 된 상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이를 취득한 자가 개시한 경우나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누설한 경우 등이 해당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상표법 제60조). (디자인)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의약의 용도발명

되는 날까지 등록디자인에 실체적 등록요건 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제도(디자인보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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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인간배아 줄기세포 사건 [유럽]

provisional refusal based on an opposition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case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가거절통지를 할 경우 별도로 발송하는 서류. WIPO에 발송(국내 대리인이 있는

2014년 12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성 부여 여부에 대한 판결.

경우 대리인에게도 발송)하고 국제등록명의인에게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발송함.

1998년 제정된 EU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간 배아를 산업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음. 영국의 바이오기술회사인 국제줄기 세포회사는 처녀생식에

이의신청인

의한 난모세포(parthenogenetically-activated oocytes)로부터 추출한 세포기술을 출원 하였고, 이에 대해

opponent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특허출원이므로 이를 거절한 영국 특허청 결정 및 불복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이의신청을 한 자.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음.

유럽사법재판소에 인간배아의 개념이 인간으로 발전(lead to a human being)할 수 있는 유기체(organism)에
한정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인간배아의 개념을 인간으로 발전 하는
유기체에 한정하여 그렇지 않은 유기체에 대한 특허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처녀생식으로
활동하는 난자(partheno- genetically-activated human ovum)에 대해서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용을

이익공유

목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인격권

의미하며, 이 경우 이익은 금전적 /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함.

moral rights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이라고 함. 저작인격권

이종복제

other types of reproduction

에는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ㅇ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수정이나 훼손을 금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음.

사진저작물을 그림으로 복제한다든가 조각저작물을 사진 또는 그림으로 그대로 묘사하여 원작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 이종복제 작품이 원작과는 별도의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됨.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중특허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로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

double patenting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 인공지능은 기계가 학습을 통해 특정 분야의 문제를 인간처럼 풀 수 있는 수준

동일한 특허권자가 동일 발명 또는 매우 유사한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를 의미. 이중 특허로

부터 인간과 전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수준까지의 단계를 향해 발전하고

인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이중특허의 등록 거절은 미국

있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발명자 또는 창작자로 될 수 있는지, 인공지능 로봇이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동일발명 형태의 이중특허”의 거절과 판례법상 확립된 자명성 범위 내의 이중

만들어낸 창작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특허에 대한 거절이 있음. 자명성 범위내의 이중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하여 선출원의 특허존속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인용 디자인 / 상표

cited design / trademark

이해관계인

interested person / party

출원된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출원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상표 또는
디자인을 말함.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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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터넷주소가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기능함에 따라 인터넷주소 분쟁도 늘어나

citation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공정한 인터넷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적법하게 공중에게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목적상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됨.

위원회.

인텔렉츄얼벤쳐스-캐피탈원뱅크 사건 [미국]

인용된 문헌

INTELLECTUAL Ventures-CAPITAL ONE case

reference cited

2015년 7월 미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특허침해소송 판결. 회계재정 관리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특허청구항에 특허성이 없는 경우 그 근거로서 심사관에 의하여 제출되는 선행기술과 관련된 문헌. 여기
에는 국내특허, 특허출원공고, 해외특허, 비특허 문헌 등이 있음.

Intellectual Ventures는 Capital One을 상대로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계정 특허 중
두 개의 특허가 특허법 제101조상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며, 나머지 한 개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항소법원은 계쟁 특허들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단순히 관리방법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컴퓨터 기능의 추가는 특허받을 수 없는 추상적

인용심결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확인하며 1심의 판결을 인용함.

affirmed 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

일괄지불

lump sum

인적관할

personal jurisdiction

특허, 노하우나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대가를 한 번에 전부 지급하는 것.

한 국가가 사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

일단 유리한 사건 [미국]

주의를 가미하고 있음.

prima facie case

ㅇ

일반 소송관계에서,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가 주장하는 소송원인이나 항변을 일단 충분하게 설명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

상대방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승소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갖는다고
말함. 특허 관점에서는, 특허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절차적 기법으로 사용됨. 즉,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일차적인 책임은 심사관에게 있고, 심사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출원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AT&T WorldNet, IBM Global Network 등이 있음. 한국에는 KT, SK브로드

특허받을 수 있게 됨. 반대로 심사관이 특허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면 특허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

밴드, LG텔레콤 등이 있음.

에게 돌아감.

인터넷을 이용한 일본특허청(JPO)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일본]

일단 유리한 증거

AIPN(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prima facie evidence

일본의 심사정보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심사관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단 충분하다고 하는 증거.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Asian Industrial Property Network를 개명한 것임.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일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IDRC(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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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제정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 4월 1일에 도쿄고등재판소에 설치된

일부계속출원 [미국]

특허전문법원임.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전국의 모든 특허권에 관한 항소사건과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CIP 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소송사건을 포함하여 그 성질 및 내용에 있어 지적재산에 관한 사안을 다룸.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

Strategic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미국 특허청에 신청한 특허출원이 실제 출원일보다 더 앞선 날짜를 출원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속
출원제도 중 하나로, 원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복함과 동시에 원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출원을 의미함. 일부계속출원은 원출원과 발명자가 동일해야 하고 원출원이
포기 또는 특허등록 되기 전에 출원해야 함. cf)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적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5월 내각에 설치됨.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맡음.

일부무효

partial invalidation

일본 특허청 [일본]

복수의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 청구항만을 무효로 하는 것.

JPO(Japan Patent Office)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지식재산 행정기관으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산업재산권 제도의 검토, 국제

일부인용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함. 1885년 설립됨.

affirmed in part
소송상 권리주장에 대하여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

일본발명협회 [일본]

Jlll(Japan Institute of Invention and Innovation)

일부포기

발명의 장려와 공업소유권제도 보급을 위해 1904년 설립된 사단법인. 일본 전역에 지역협회를 설치하고

partial abandonment

있으며, 각 지방의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발명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지식재산협회 [일본]

JIPA(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지재권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활용 및 개선을 도모하고 기술의 진보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38년 설립됨.

ㅇ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 일부 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포기하는 것.

일사부재리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특허법 제163조).

일본특허정보기구 [일본]

JAPIO(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1985년 설립된 일본의 종합특허정보 서비스기관. JAPIO는 중소기업,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및
개인의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을 하며, 선행기술 조사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심사청구 여부의 판단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일시적 녹음

ephemeral recording / fixation
방송사업자가 자체설비를 가지고 자신의 방송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 실연이나 방송물을 청각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고정하는 것.

일시적 복제

temporary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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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디지털 기기의 램(RAM) 등 저장장치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입증방법

현상을 말하며,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함.

means of proof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 조사를 요구하고 또 법원이 사실인정의 자료를

일신전속성

얻기 위하여 조사하는 수단. 즉 증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등이 있음.

inalienability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 저작자 한 사람의 일신에 귀속하는 성질.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저작인격권은

입증책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함. 다만,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burden of proof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금지됨.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 이는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 불이익을

일실이익

당하게 됨.

lost profits
침해가 없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 특허의 경우 특허침해

입체상표

행위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입은 판매 및 이익의 손실액을

three-dimensional mark

의미함.

3차원적인 입체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의미함. 한국은 1997년 상표법 개정에서 입체상표를 도입함.
예를 들어 코카콜라병을 들 수 있음.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잉크 카트리지 사건 [일본]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

Ink cartridge case

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

ㅇ

2007년 11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18 (受) 826). 이 사건
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의 특허권자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양도한 특허

임의선택표장

제품에 대해 가공이나 부재의 교환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가공 등이 특허제품의 새로운 제조에

arbitrary mark

해당하여 특허권자가 그 특허제품에 대해 일본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지에

이미 존재하는 용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만들어진 표장으로,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

대해서는, 해당 특허제품의 속성, 특허발명의 내용, 가공 및 부재의 교환의 상태 및 기타 거래의 실정 등도

되었을 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특성을 암시하거나 묘사하지 않는 단어나 도형을 의미함. 예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함. 본 판결은 재생 또는 수리된 특허물품에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들어 컴퓨터에 대한 ‘APPLE’ 상표, 담배에 대한 ‘CAMEL’ 상표, 휘발유에 대한 ‘SHELL’ 상표가 임의선택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표장에 해당함.

임의중재 / 비기관중재

ad hoc arbitration
분쟁 사건에 대하여 중재기관의 관여 없이 분쟁의 당사자가 합의한 규칙과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재를 말함. 이에 비해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는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행해지는
중재를 말하며, 기관중재를 맡는 대표적인 기관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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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확장지역 [미국]

ㅈ

zone of natural expansion
미국 상표법에서 상품이나 시장개념을 확대하여 상표의 선사용권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이론. 상표의
선사용권자가 현재 상품시장 이외의 지역에까지 상표의 사용을 확대시킬 의사가 있었던 경우 자연적으로
상표의 사용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인정함.

자기공지

inventor-initiated disclosure

자진보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되는 것을 말함. 자기공지에 대해서는 공지된 날로부터

voluntary amendment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음(특허법 제30조).

출원인 스스로가 최초 출원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 후 특허청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 다만, 심사 착수 후

자기저촉 / 자기충돌

거절이유가 통지된 이후에는 정하여진 기간(의견서 제출기간)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

self-collision

으로는 심사관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까지를 자진보정기간이라 함.

동일한 출원인이 여러 개의 출원을 한 경우에, 후출원이 자신의 선출원 및 출원공개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잠수함특허

submarine patent
자기지정

미국에서 계속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가,

self-designation

어느 순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록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는 특허를 말함. 잠수함특허는 출원인이 고의로

PCT 국제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당해 선출원이 출원되어 있는 국가를 지정국으로 포함하여 출원
하는 것. 디자인에서 ‘자기지정’은 우선권주장과는 상관없이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면서 출원인(한국)이
자국출원 없이 출원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의 하나로 자국(한국)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ㅈ

특허비실시기업(NPE)의 원조로 설명되고 있음.

잠재적 실시권자

자동소멸

willing licensee

automatic lapse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미납에 의해 특허권 등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

자연법칙

널리 사용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함. cf)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FRAND)

잠정구제

law of nature
사람의 감성ㆍ사고력 기타의 정신적 기능을 제외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ㆍ원칙.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등과 같은 과학적 법칙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등의 경험칙도 포함됨.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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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구제조치

특허의 특허적격성과 관련하여 본 테스트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 이 사건의 상소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temporary relief

장치 또는 변환 테스트가 방법발명의 특허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판시함.

미국 관세법 제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위반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임시구제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미국 경제 환경 및 미국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피해 구제를 요하는 경우에

장치청구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 기간 동안 임시로 피해 물품의 수입

apparatus claim

배제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기계 혹은 구조물 등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청구항 형식. 청구항을 ‘화학물질 A의 저장장치’ 또는
‘구성요소 A, B로 이루어진 장치’ 등의 방식으로 작성함. cf) 방법청구항(process claim)

잠정적 권리 [미국]

provisional rights

재결정통지서

미국에서 특허출원의 공개는 특허부여를 조건으로 하는 잠정적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 권리는

notification of further decision

특허권자에게 공개와 특허허락 사이의 기간에 공개된 출원의 청구항을 직접 침해한 것에 대해 합리적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심결에 의해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상표디자인심사국으로 환송되어 심사관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출원공개 후 등록시점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해당 특허를 업으로

거절결정을 철회하고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거절확정통지서, 보호부여기술서 송부 이후

실시한 경우, 특허 등록 이후 특허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특허법 제65조)

지정국관청의 추가적인 결정사항에 대하여 WIPO에 통지하는 서류.

잠정조치

재구성

provisional measure

reconstruction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물건을 재건 (rebuilding), 개조 (re-creating) 또는 재편성 (reorganizing) 하는 행위나 절차. 미국 특허 판례

있는 자가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달리 1-2주

상으로는 망가지거나 훼손된 특허제품을 재구성 (reconstruction)하여 새로운 물품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말함(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특허의 침해로 판단함. 또한 특허품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교체 (replacement)하는 것은 허용가능한

관한 법률).

수리 (permissible repair)가 아니라 특허침해인 재구성 (infringing reconstruction)이 되는 것으로 봄. 특허
제품 중 특허되지 않은 소모품을 갈아 끼우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아닌 허용가능한 수리(repair)로 인정됨.

장식적 디자인 [미국]

ornamental design

재량권

미국 특허법 제171조는 “공업적 제품을 위한 신규하고 독창적이며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하는 자는 ··

discretionary power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디자인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 특히 행정기관에 인정된 자유재량권의

있음.

능력을 가리킴.

장치 또는 변환 테스트 / MOT 테스트

재발행 [미국]

MOT Test(Machine-or-Transformation Test)

reissue

1970~80년대에 형성된 법리로 소프트웨어 및 BM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판단에 적용됨. 장치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 불가능하거나 무효인 특허를 정정하기 위하여, 또는 기만적인 의도 없이 착오에

변환 테스트는 방법발명이 ① 특정 장치(machine)에 연동되어 있거나, ② 대상의 변환(transformation)을

의하여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적절하게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를 보정할 수 있는 제도. 등록일로

제공한다면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는 심사기준임. In re Bilski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방법

부터 2년 이내의 재발행 신청은 최초 특허명세서 내용 내에서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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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재정

proprietary interest

adjudication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갖는 소유자의 권리.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갈음(재정청구)하여 행정
부처가 신청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실시권

재정(특허법 제107조)이 있음. cf)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sub-license

license)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는 것을 말함.

재출원 / 전환

재심

transformation

retrial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국제등록된 상표가 집중공격(central attack) 등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외국의 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심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에 결함이
있는 것을 간과한 경우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긴급의 불복
신청방법.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 관련 사항(민사소송법 제 451조 및 제453조)이 준용됨.

재심리

정서 폐기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당해 국제등록을 그 지정상품의
범위 내에서 각 지정국의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단, 재출원의 출원일은 원래의 국제
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됨. 상표법에서는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환을 재출원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법 제205조 내지 제20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cf) 집중공격(central attack)

재판적

new trial
결정 또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소송쟁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다시 사실심리를 하는 것.

재심사

venue
어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련된 지점으로,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지점을 말함.

ㅈ

재현성 / 반복가능성

reexamination
특허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종전의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봄. 또한, 출원인 외에 심사관 또한 특허

reproducibility
발명이 일정한 확실성을 갖고 동일한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말함.

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직권

저면도

재심사)할 수 있음.

bottom view
사시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의 대칭인 아래쪽에서 보이는 면. 구조물이나 물체의 바닥 부분을 절단하여
위에서 보고 그린 도면을 의미함.

재외자

non-resident
국적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 산업재산권의 등록, 출원과

저명상표

관련한 행위에 있어 재외자는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famous mark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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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저명상표에는 'KT', 'Wal-Mart', ‘CHANEL' 등이 있음.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 related rights

저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함. 실연자, 음반

copyright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활동을 함. 이들을 매개로 저작자와 일반 공중이 연결되어 저작물이 전달, 유통되므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인접하는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방송사업자), 공연권
등을 가짐.

저작권자

copyright proprietor

저작자

owner of copyright 참조.

author / creator of a work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짐.

저작물

works

저작자의 지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의

authorship

독자적인 창작성이 요구됨.

특정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저자로 간주되는 자격.

저작물의 변형

저작재산권

transformation of work

author’s property right

저작물의 변형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원저작물이 표현되고 있는 형태와 다른 형태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로, 저작물의 특정한 이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회화를 판화나 조각으로 재현하거나,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을 사진저작물로

권리.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재현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등이 있음.

저작물의 제호

저장상표

title of work

storing mark

책이나 신문 따위의 제목.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말하며,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저작인격권으로서 제호의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함.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저작물의 훼손행위

저촉관계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work

conflicting relationship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다루면서 그 가치를 줄이거나 저작자의 명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행위.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권리(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권 등)가 존재하며 어느 한쪽의 권리를 실시하면
다른 쪽의 권리를 실시(침해)하는 관계가 상호 간에 성립되어 권리가 충돌하게 되는 관계. 선출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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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창작의 대상이 일정한 형상ㆍ모양을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 후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적법심사

구성요소를 갖는 장난감에 관한 것일 경우 양자는 상호 저촉관계에 있음.

examination for regularity
심사 중에 WIPO로부터 접수된 Limitation, Correction, Transfer, Cancellation 등 문서의 내용을 국제상표

저촉심사 [미국]

심사시스템에 적합하게 반영하는 것.

interference
미국 특허청에서 2개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발명을 판단하는 행정절차.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적정기술

있던 미국에서 선후 출원간의 실제적인 발명일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특허심판저촉심사부(Board of

appropriate technology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에서 이루어짐. 2011년 개정특허법(AIA)의 시행으로 interference 절차는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로 변경(단 2013. 3. 16. 이후 특허출원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BPAI의
명칭도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로 변경. cf) 파생절차(derivation proceedings)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정치·문화·환경적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첨단기술과 하위기술의 중간 정도되는 기술로 중간기술, 대안기술 등으로 불림. 적정기술의
특징으로는 첫째 친환경적이고 현지의 상황에 맞는 재료 / 기술을 사용하고 둘째 현지의 전기·통신 등
인프라를 고려하여 개발을 해야하고, 셋째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이 필요없다는 점임. 적정기술의 예로

저촉표장

저개발국의 오염된 물을 정수하여 마실 수 있게 하는 휴대용 정수 빨대(라이프 스트로우), 전기 없이

conflicting mark

농수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아프리카식 항아리 냉장고 (팟인팟쿨러) 등이 있음.

타 법률에 저촉되는 표장. 상표의 사용이 그 상표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
디자인권, 또는 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전류지정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 저작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상표법 제92조 제1항).

designation of entire classes

또한 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상표법
제92조 제2항).

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해당 상표를 모든 분류에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전매조례
1623년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성문특허법.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 근대 특허법의

proper parties
소송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자.

(권리자 또는 출원인) 적격성

competence
특허, 상표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 해당 출원인이 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여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기초가 됨. 전매조례는 선발명주의 원칙으로 최초의 발명에 대해 14년간의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였으며,
공익에 위배되는 특허는 인정하지 않음.

전문기관

specialized agency / specialized institution
특허·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 분류, 상표 검색·분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관을 말함.

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전문심리위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심판원에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을

technical advisor

위해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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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미국은 ‘EFS-Web’, 중국은 ‘중국특허전자출원망’, 유럽연합은 ‘PHOENIX’,
한국은 ‘특허로’ 등이 있음.

전부 가거절확정통지서

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

전자화

가거절통지 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 WIPO에 통지하는 서류.

digitization / digitalization
서면문서들을 스캐닝 등으로 처리하여 전자화하는 과정.

전시권

public exhibition right

전제부

저작자가 가지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전시권은

preamble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권리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 작성에서 전제부는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거나 발명을 요약하거나

그 복제물에 대해서도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음.

또는 종래 기술과의 관계, 의도하고자 하는 용도나 특성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

전용실시권 / 전용사용권

으로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공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대법원 2017. 1.

exclusive licence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지식재산권 권리자 이외의 자가 권리자와의 계약에 의해 내용·지역·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특허법 제100조, 상표법 95조, 디자인보호법

전체 시장 가치의 법칙 [미국]

제97조).

Entire Market Value Rule
부품에 관한 특허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부품 자체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 하

전원합의체

에서는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이론. 188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Garretson v.

en banc

Clark 사건에서 전체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전체제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서 유래함.

전체적 관찰

전자서명

observation in entirety

digital / electronic signature

상표는 그 구성의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인식되므로 상표구성의 일부분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 것. 특허출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cf) 요부관찰(comparison of feature of marks) 참조.

전통의학

전자출원

traditional medicine

electronic application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정착된 의학 분야를 말하며,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유지에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 절차 등을 서면이 아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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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자가 사망 또는 절차능력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음.

traditional knowledge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지역문화와 환경에 순응하면서 얻어낸 경험을 오랜 시간동안 발전시켜온 지적

절차의 중지

활동의 산물을 총 망라하는 개념. 전통지식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기존의 지식재산권과는 구분되며, 구전에

suspension of procedures

의해 전승되는 것이 많아 명확한 소유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WIPO는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특허청의 입장에서 특허청장이나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관한 정부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의 전통지식 보호에 관하여 논의함. cf) WIPO 유전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말함.

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WIPO l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절차가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됨. 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차의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중단과 구분되는 개념. cf) 절차의 중단(interruption of a procedure)"

절대적 금지품

절차의 추후보완

absolute contraband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재심의 청구기간을

서적, 간행물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품,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하게 하는

모조품 등이 해당함(관세법 제269조).

것을 말함.

절차수계

“정58” 식물신품종분쟁사건 [중국]

takeover of procedure

Jung58 new varieties of plant case

절차의 중단을 끝내는 당사자의 행위.

2018년 7월,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아래 허난고법)은 허난 진보스 종자사업 주식유한공사(이하 진보스사,

절차의 무효

품종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더농사의 침해를 인정하고 진보스에게 경제손실과 합리적 비용

invalidation of procedure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절차상의 방식요건에 하자가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4,952만 위안(한화 약 80억원)을 배상하도록 종심판결을 내림. 그간 권리자의 식물신품종 보호의식이
낮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식물신품종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의 배상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례는 권리자의 적극적 보호의식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정기간행물

절차의 속행

continuation of procedure
절차의 중단사유가 해소된 경우 절차가 계속되는 것.

절차의 중단

interruption of a procedure
당사자 또는 절차수행자에게 절차수행 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절차수행자가 나타나서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상태. 절차의 중단 사유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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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책자형태가
아닌 기타간행물 등이 있음.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 [미국]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미국에서 특허 등록료 납부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문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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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허락결정을 받은 후 등록 과정 중에 정보공개

정정심판에 의해 정정이 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이 부적법한 경우 그 정정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심판

진술서(IDS)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이 해당 IDS를 검토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함. cf)

으로 특허, 실용신안에 해당됨(특허법 제137조). cf) 정정심판(trial for corrections)

계속심사청구(RCE)

정정증명서 [미국]
정보공개진술서 [미국]

certificate of correction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특허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미국특허상표청이 발행하는 증명서.

출원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출할 출원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 특허법 111(a)조
하에 출원된 정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상표청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특허, 간행물, 미국 내 출원 및

정정청구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demand / request for correction

정보기술전략계획 [미국]

특허취소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때에 이와 관련된 특허의 특허권자가 특허의
무효를 피하기 위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

SITP(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Plan)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5개년 단위의 정보화 전략계획.

정지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정보제공제도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시 제재조치의 하나로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중지절차에 있어서

provision of information

행정관청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방법 또는 행위의 정지 및 수입 후의 상품판매 금지를 명령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거절의 사유가 있어 특허될 수

할 수 있음.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정보제공제도는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의 향상을 위해 두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음.

정직의무 [미국]

ㅈ

duty of candor

정보제출서

미국 형평법상 의무. 출원인 및 대리인이 자기 출원의 심사에 대하여 정직하게 임해야 할 의무로서, 특허가

written submission of information

등록될 때까지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 이 의무 위반은 부정행위

출원공개에 의해 공개된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문서를 말함.

(inequitable conduct)가 됨.

정정심판

제3자 대항요건

trial for corrections

requirement for setting up against third party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건. 대항요건은 그 요건을

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함

구비하기 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그 법률관계를 공시하여

(특허법 제136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요건임. 예를 들어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더
라도 유효하지만 실시권의 효력을 제3자(특허권 양수인)에게도 주장하려면 이를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함.

정정의 무효심판

trial to invalidate 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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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권

제약특허

generic exclusivity

pharmaceutical patent

미국의 약식신약허가신청(ANDA)에서 “Parapragph IV”를 선택하여 시판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한 최초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하는 물질 즉, 의약의 발명 또는 2개 이상의 의약을

후발제약사에게 부여하는 180 일간의 판매 독점권을 의미함.

혼합한 의약 조성물이나 이를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허.

제네릭의약품 / 복제약품

제이.타이크워크-트럼프 사건 [미국]

generic drugs

J. Tiekwork-TRUMP case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후에 오리지널의약품의 성분이나 규격 등과 동일하다고 하여 임상시험

2014년 2월 뉴욕동부지방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네임의

등을 생략하고 승인하는 의약품의 총칭.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함.

사용과 관련한 연방상표법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ACPA) 제1125조 침해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원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관련 상표 ‘Trump’관련 도메인 네임 4개(addresstrumpindia.com,

제법한정 청구항 사건 [일본]

trumpmumbai.com, trumpbeijing.com, trumpabudhabi.com)를 만들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PBP Product-by-process claim case

원고인의 상기 도메인 네임 사용권리와 ACPA하에서의 비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5년 6월 5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24年（受）1204). 이 사건
에서, 최고재판소는 “물건 발명에 대한 특허의 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당해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구조, 특성등이 동일한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제법한정 물건발명(PBP)의 청구항의 해석방법을 제시하면서, “‘발명이

대하여 피고인은 원고인의 Lanham Act & ACPA 상에서의 침해를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의
ACPA 상에서의 침해를 확인하고 클레임 추가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의 법적 손해배상액을
$32,000으로 판결한 사례임.

명확할 것'이라고 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출원시에 해당 물건을 그 구조 또는 특성에

제작자

의해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거의 실제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 한한다고

producer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 이 판결로 일본 특허청은, 제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은,

무대 실연, 영상저작물의 제작, 라디오방송 저작물의 제작 또는 음반의 제작을 조직하거나, 또는 조직함과

그 물건을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해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경우가 아니면, 당해

동시에 이에 출자한 사람을 의미.

ㅈ

발명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함.

제정법
제소기간

statute law

period of an action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 판례법 중심의 보통법(common law)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률의 공정한 집행과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하는 시간적 한계. 예를 들어 특허심결에 관한 소 및

적용을 위해 의회 입법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함.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product-by-process type claim

제약발명

물건(product)을 만드는 제법을 기재하여 특정함으로써 청구항을 작성하는 형식.

pharmaceutical invention
사람의 질병을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하는 물질에 관한 발명.

제척

dis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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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심판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

파리조약에 따라 최초의 출원국(제1국)에 출원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1년) 다른 출원국(제2국)에 출원을

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함. 이에 비해 기피는 사건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회피는 법관 또는 심판관

하는 경우 다른 출원국의 출원일을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함. cf)

스스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직무 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말함.

우선권주장(claim of priority) 참조.

제척기간

조어표장 / 창작표장

statute of repose / period of exclusion

coined mark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상표사용자가 상표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창작한 상표로서 사전적 의미를 갖지 않는 상표. 조어상표의

시효는 중단이 있으면 그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음. cf)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예로는 Kodak, Xerox, Asics, Viagra 등이 있음.

제품

조정

article of manufacture

mediation

원료 또는 조성물로부터 인위적인 기술로 제조한 물건을 의미.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을 중개하여 화해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을 말함.

젭슨 타입 청구항

조지아 사건 [일본]

Jepson-type claim

GEORGIA case

청구범위 기재방식 중의 하나로서 전제부(preamble)와 본체부(body)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 청구범위

1986년 1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昭和 60年(行ツ)68). 이 사건에서

에서 그 전제부에 이미 공지된 기술 또는 상위개념을 기재하고 본체부에 그 공지 기술에 대하여 그 발명이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표등록출원에 관계된 상표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 판매지를 보통으로

특징으로 하는 개량부분을 기재하는 방식. 젭슨 타입 청구항은 ‘-에 있어서, -를 특징으로 하는 -발명’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정상품이 해당 상표가

형식을 취함.

표시하는 토지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고,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 의하여
해당 지정상품이 해당 상표가 표시하는 토지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조기공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GEORGIA’라는 상표에 접한 수요자 또는 거래

early publication

자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 커피음료 등이 미국의 ‘조지아’라는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공개하지만 당해 발명 모방자의 발명실시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권 주장 등 출원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이라도 공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특허법 제64조).

라고 판시함. 이 사건 판결은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상품의 산지, 판매지’의 의미를 설명한
대표적인 판결임.

존속기간 만료

조약

expiration of duration

treaty
국제법 주체 간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파리조약) 조약우선권

Paris Convention prior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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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중특허(doble patenting)로 인해, 동일발명에 대한 후행 특허의 존속

사용인의 반대개념으로 사용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주체임.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행특허가 선출원 또는 선특허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갖도록 후행특허의 존속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자 제출하는 문서. cf)이중특허

종자산업법

(double patenting)

Seed Industry Act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임업 생산의 안정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존속기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종자산업법에서 종자특허의 출원·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었

duration

으나, 2013년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제정되어 식물신품종 특허 관련 절차를 규정함.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특허권,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상표권,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좌측면도

사후 70년까지 보호됨.

left side view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정면도의 좌측에서 보이는 면.

존속기간

term of protection

주등록 [미국]

duration(존속기간) 참조

principal registration
보조등록에 대비되는 형식으로 상표의 사용의사 또는 사용에 기초한 출원에 대하여 미국 연방상표법

종국판결

(Lanham Act)의 상표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해주는 것. cf)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ration)

final decision / judgment
소송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심급의 소송사건으로 완결시키는 판결.

주등록부 [미국]

principal register

종속발명

미국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은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와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 등록으로

dependent invention

나누어지는데 신청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보통 주등록부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다른 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른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을 말함.

(판결의) 주문
종속항

main decision of judgment

dependent claim

판결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또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선고의 결론이 되는 부분.

청구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서 다른 항의 내용 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내용도
변경되는 청구항을 말함. 독립항(독립청구항)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

것이 종속항(종속청구항)임. 종속항은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종속항의 형태로도 기재할 수 있음.

생산자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

종업원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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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주변한정주의

주합

peripheral claiming system

aggrega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문언적 의미로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공지기술의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결합. 결합발명은 진보성 유무에 따라 공지기술의 단순한 결합인 ‘주합

기재사항, 즉 발명의 설명에 의한 확장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cf) 중심한정

발명(aggregation invention)’과 공지기술의 새로운 결합인 ‘조합발명(combination invention)’으로 구별됨.

주의(central definition theory, central claiming system)

여기서 주합발명은 조합발명과 달리 진보성이 없어서 등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주소 / 거소

준거법

address / domicile

applicable / governing law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국제사업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데 적용하는 자국 또는 외국의 법률. 준거법의

없는 경우 민법 제18조 이하의 규정에 따름.

선정을 위해 국제사법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해당 법률관계에 가장 특징적이고 밀접한 요소
(당사자의 국적ㆍ주소ㆍ상거소, 법률행위 행위지, 불법행위지 등)을 매개로 어떤 나라의 어떤 법이 사건에
적용될지를 정함.

주의의무

duty of care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준불법행위

quasi tort
주지기술

피용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의 사용자는 현실로 불법

well-known art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어떤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술로, 상당수의 공지문헌이 있거나 업계에서 알려진 기술,
또는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을 말함.

준비서면

ㅈ

preparatory documents, brief
주지상표

당사자가 미리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함. 법정에서 법원과 상대방이 갑자기

well-known mark

자기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바로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검토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변론) 준비절차

주지의 사실

preparatory procedure

judicial notice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준용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Korea(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한미 양국 간의 무역과 통상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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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함(특허법 제12조). 준용은 법률상 명문으로

중국 특허 재심위원회 / 복심위원회 [중국]

지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는 다름.

patent reexamination board of CNIPA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불복하는 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중간체

CNIPA 소속기관. 한국 특허심판원에 대응됨.

intermediate product
일반적으로 출발 물질(또는 원료 물질)에서 최종 물질(또는 제품)이 생성되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중국 특허정보센터 [중국]

경우 도중 단계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을 의미함.

CPIC(China Patent Information Center)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 특허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중국 특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데이터 수집, 특허문헌 번역 등의 정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CNIPA(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중국의 특허청으로 1980년 설립.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중문온라인-징동 사건 [중국]

보호체계 수립 업무를 수행함. 2018년 4월 이전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업무는 국가지식산권국에서 담

Jungmun online case

당하고, 상표, 지리적표시 관련 업무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각각 수행하였으나, 2018년 3
월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상표, 지리적표시 관련 업무를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이관·통합함. 2018년
9월 영문 명칭이 SIPO에서 CNIPA로 변경됨. 본부는 베이징에 위치.

중국 국가판권국 [중국]

2018년 3월, 중문온라인은 징동사가 그의 작품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베이징 동성
구인민법원(이하 동성법원)에 기소하였고 징동사는 경제손실 24만 위안(한화 약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원은 중문온라인이 제3자 전자 증거 보존
사이트를 통하여 고정된 “경동열독” 내용에 대한 스크린 기록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관련 데이터가
생성, 저장방식 및 내용 완전성 유지 방법 등 면에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기에 그 진실성에 대해 확인하여

NCAC(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

징동사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사건 관련 APP에서 제공한 4개의 사건 관련 작품의 온라인 열독 서비스가

중국 저작권 관련 법률 정비 및 저작권 정책 수립,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행정집행 등을 수행하는 중국

중문온라인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

자료 증거보존에 활용한 사례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임.

중국 저작권보호센터 [중국]

중복심판

CPCC(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

duplicative trial

중국 저작권 등록, 저작권 감정, 저작권 컨설팅, 저작권료 징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판권국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 한국 특허법은 소송의 남용

(NCAC) 산하기관. 201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동영상 모니터링 및 상시대응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함.

방지와 심결 간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심판을 금지하고 있음.

CPCC는 ‘인터넷 동영상·음악 저작권 모니터링 및 조사·증거수집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불법
콘텐츠 삭제서비스를 제공함.

중국 지식재산교육센터 [중국]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CIPTC)

중복제소금지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복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특허법 제154조, 민사소송법 259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산하의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1996년 설립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협력·교류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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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중소기업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중재절차에서 판정의 주체가 되는 제3자를 말함.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small business / small entity
규모가 작은 사업장.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함.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중심한정주의

라이선스계약서 또는 거래계약서에서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central definition theory / central claiming system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미리 정해 놓은 조항을 의미.

중심한정주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발명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범위까지 특허발명의

증거

보호범위를 확장하여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의미함. cf)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claiming system)

evidence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용권 [미국]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음.

intervening right
미국특허법상 타인의 재발행특허(reissue patent)의 발행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타인의 재발행

증거능력

으로 새롭게 청구항이 추가됨으로써 그 특허를 침해하게 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공평의 입장에서 침해로

competency of evidence

되지 아니하는 권리.

법률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 형사소송법상으로 증거가 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에서는 유형물이 증거

중의적 표현 [미국]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함.

double entendre
이중적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 출원상표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증거보전

가진다고 해도 이것이 기술적 표장이 아닌 이상 등록이 거절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권리포기

preservation of evidence

(disclaimer)의 대상이 되지 않음. 칼로리를 줄인 마요네즈 제품에 대한 상표 “LIGHT N’ LIVELY” 에서

장차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리 본안의 절차

“LIGHT”를 따로 분리하여 기술적인 표장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보았을 때

와는 별도로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것.

ㅈ

“LIGHT”은 그 본래의 의미(가벼운)를 잃어 위 상표는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In re Kraft, Inc., 218
USPQ 571, 573 (TTAB 1983)).

증거의 우월 [미국]

preponderence of evidence

중재

미국 소송법 상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약한 강도의

arbitration

증명 정도. 흔히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며 어떤 증거가 다른 증거보다 더 설득적일 때 우월하다고 인정됨.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evidential material

중재인

법원이나 심판원이 증거조사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얻은 자료. 증언이나 감정의견 또는 문서의 기록내용과

arbitrator / re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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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weight of evidence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예로는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가치. ‘증거능력’이 법률에 의해 정하여진 증거로서의 형식적인
자격인 반면,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라 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차이점이 있음.

‘부안쌀’, ‘함평단호박’ 등을 들 수 있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geographical indication

certification mark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증명표장에는 양모제품의 품질보증 마크, 우리나라 국가통합

지시평결

인증 마크 등이 있음.

direct verdict
사실심리에서 제출된 증거로 보아 재판의 승소,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사의 지시대로

증분이익

내려지는 배심원의 평결.

incremental profit
침해제품의 시장진입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 1대를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얻었을 이익.

지식관리시스템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증언

조직 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testimony

위한 정보시스템.

증인이 재판에 출두하여 구술로 행하는 진술.

ㅈ

지식기반사회

증인

knowledge based society

witness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 컴퓨터 및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식의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 받은 제3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예로는 ‘안동간고등어’, ‘순창고추장’, ‘한산 모시’ 등을 들 수 있음.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커진 사회를 의미함.

지식재산 기본법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9일 제정된 법률.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국가기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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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거래소

지역특허

IP Market

regional patent

지식재산권에 관한 매매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운영의 기술거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허여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간 기구가 부여하는 특허. 아프리카

기술거래 중개 외에도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화전략 및 해외진출전략, 해외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한 업무

지식재산권기구(OAPI, ARIPO), 유럽특허청(EPO) 등에서 부여하는 특허를 말함.

등을 제공하고 있음.

지정관청
지식재산권

DO (designated office)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PCT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음. (디자인)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서

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제출 시 국제등록이 특정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신청인 ‘지정’이 적용되는 체약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당사자 관청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지정국
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

ATRI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in Intellectual Property)

designated states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에서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 지식재산분야 교수 또는 연구원은 누구나 ATRIP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약 360명의

지정국관청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매년 유럽 등의 지역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간 지식재산 관련 학술정보를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교류하고 있음.

WIPO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 안에서 보호해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국제상표출원심사팀이 지정국 관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식재산실사작업

있음.

IP due diligence
IP투자나 기술거래 이전에 해당 지식재산을 특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 권리 유무 및 유효성,

지정국관청에서의 절차

실시계약의 유무 및 그 내용, 담보설정 등 제한사유 존부 파악, 가치평가 등의 작업 결과는 해당 IP를

procedures in 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활용한 투자나 거래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됨.

우리나라가 국제출원의 지정국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 특허청이 국제출원의 지정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특허청과 출원인 또는 국제사무국간에 발생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의미.

지식재산전문가그룹

IPEG(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perts Group)

지정기간

APEC CTI(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산하의 지식재산권 실무차원(working level)의 전문가회의.

designated period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효과적인 집행에 관한 연구, 행정시스템의 현황조사 및 교환 등 안건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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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심판청구서 보정기간 등이 이에 속함.

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특허법 제66조의3).

지정상품 및 상품의 분류 목록

list of designated goods and the class of goods

직권가거절통지서

상표 출원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구성하게 됨.

notification of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 거절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서류로서 국내「의견제출통지서」에 해당함.
WIPO에 발송(국내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도 발송)함.

지정상품

designated goods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상표는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직권보정

하는 자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함.

correction by ex officio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할 때에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지정상품의 포기

경우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아 놓는 것. 직권보정을 하려면 결정등본을 송달함과 함께 직권보정

abandonment of designated goods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함.

상표권자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포기하는 것(상표법 제 101조).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직권심리

받은 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음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상표법 제73조).

공익을 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심리하는 것. 특허법 제158조는 절차의 진행의 면에서 직권주의를 받아들인 데 대하여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dditional designated goods

제159조는 실체적인 심리에 관하여도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ㅈ

상표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거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 후에 사업

직권심사

확장 등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에 의하지

ex officio examination

아니하고 지정상품을 추가등록 받을 수 있게 한 것(상표법 제86조).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사관합의체가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제92조).

지정언어

prescribed language
특허협력조약(PCT)에서 국제공개언어로 지정된 언어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

직권주의

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였으나, 2007년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추가됨.

ex officio principle / inquisitorial system
변론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심판절차를 진행할 때 심판관이 주도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관이

직권 재심사

직권으로 심판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의미함. 특허법은 특허에

ex officio reexamination

관한 절차 및 특허심판이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권주의를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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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통지

진단방법의 특허성

notification by ex officio

patentability of diagnostic method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출원 또는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행할 수 있는 사안을 행하고 그 사실을

인체를 진단하는 방법의 특허 가능성 여부를 말함. 인체를 진단하는 방법은 의료행위로서 산업상 이용할

출원인,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 예를 들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에게 직권으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의 대상이 됨.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진보성
직무발명

inventive step

employee invention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직무발명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특허법상의 법률용어는 아니며 관용어임. 발명의 비자

이라 함.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하지 않고 실용신안법

명성, 발명의 비용이성이라고도 함.

으로 보호되는 고안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진정상품
직무발명보상

authentic products / genuine goods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되어 유통된 상품.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여자에게 보상하는 것.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질권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하여 정해지게 됨.

pledge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사·유가증권·채권 등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

직접금반언 [미국]

까지 이를 보관하고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direct estoppel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 소송원인에 기한 논점이 현실적으로 심리되었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시 그 논점으로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약

소송할 수 없다는 원칙.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가 특정 물품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국제적

직접침해

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1992년 워싱턴 D.C에서 체결됨.

direct infringement
특허침해의 유형은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침해는 침해물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집중공격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함. 직접침해의 유형에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가 있음. 문언침해는 침해물이

central attack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균등침해는 침해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함.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함.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상표(기초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기초등록)를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
에서 심사 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미 각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한꺼번에
모두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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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집행

enforcement
법령에 따른 사항들을 시행하는 행위.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규제 등은 집행행위의 하나임.

ㅊ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차오단 시리즈상표 사건 [중국]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제재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QIAODAN case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배상하게 하는 것.

2016.12.8.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2.2.23. 미국 NBA 유명 농구스타인 마이클 조던이 차오단(喬丹)체육주식
유한회사가 다수의 상품류에 등록한“喬丹”,“QIAODAN"" 등의 다수 상표에 대한 취소청구로 시작된 행정
소송 재심사건에서“喬丹”상표에 대해서는 조던의 성명권을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QIAODAN"" 병음과
관련된 상표에 대해서는 성명권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함. 동 판결은 외국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
하게 보호한 영향력 있는 중요 판결로 간주되고 있음.

차크라바티 판결 [미국]

Chakrabarty decision
1980년 Diamond v. Chakrabarty(447 U.S. 303)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의미함.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워런 버거 대법관은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 이 사건은 자연적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인조 박테리아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은 박테리아가 자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markedly
different)'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인조 박테리아의 발명성을 인정함.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여겨지던 유전자를 비롯한 미생물, 생명조직 등이 특허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후 생명체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와 바이오 기술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음.

ㅊ

착상 [미국]

conception
완전한 발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의미함. 즉, 발명자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생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서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음.

참고도면

reference view
사용상태도와 같이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으로, 부가도면이 아닌 것.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음. cf) 부가도면(additio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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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하는 행위.

relevant witness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 받은 제3자.

천연물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창작성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천연물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가 되지 않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originality

인위적으로 분리, 정제하여 얻어진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므로 특허받을 가능성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있음.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

청구금액

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amount in controversy

정도이면 충분함(대판 2012다28745). 특허의 신규성이 ‘새로운 것,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작한 것’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

의미한다면 저작권의 창작성은 ‘모방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청구범위 감축
창작표장

restriction of claim

fanciful mark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줄이는 것.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 택일적 기재요소의 삭제 또는

coined mark(조어표장) 참조

상위개념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의미.

처분

청구범위 해석

disposition

claim construction

행정관청 또는 사법관청이 그 법규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고 그 의무를 명해 효과를 내는 행위.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청구범위는 문자로 기술적

기존 권리나 사실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함.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행정처분, 사법

사상을 표현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특허분쟁에서 침해여부를 가리거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작용으로서 보호처분, 가처분, 강제처분 등을 말함.

해석하는 것을 의미함.

처분권주의

청구원인

doctrine of disposition right

cause of action

민사소송법의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 절차의 개시, 심리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장에 기재하는 사실관계.

ㅊ

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의 자유를 의미하며,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함.

청구취지

plaintiff's demand / purport of claim

처분행위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어떤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ㆍ재판을 구하고 있는가를 명시한

act of disposition

부분. 소장에서 ‘....판결을 구한다’라고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청구취지임.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즉, 소비나 멸실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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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구분의 원칙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음.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의 사진이나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됨. 일반적

별개의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용어나 문구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항도 다른 권리범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판례상 확립된 원칙(Intermatic Inc. v. Lamson & Sessions Co.(Fed. Cir.
2001) 등).

으로 돈을 지급하고 촬영하는 경우, 분명한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봄.

촉각상표

청구항 구성요소

texture mark / touch mark

claim element

물품 표면이 특정한 구조나 질감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표면을 만져본 느낌으로 상표의 출처를 인식

청구항을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할 수 있는 상표.

최고법 규정 / 우월성 조항 [미국]

청산

supremacy clause

liquidation

미국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정한 미국 헌법 제6조를 말함. 연방법과 주법 간의

회사가 합병, 파산 등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변제 및 사원에 대한 잔존재산의 분배 등
및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충돌이 발생하거나, 주법에 의해 연방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방해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함.

최저 실시료

청약

minimum royalty

offer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실시와 관련된 최저액의 실시료를 정한 경우 그 실시료를 의미함. 예를

계약 성립의 요소 중 하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가 토지를 팔겠
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B는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A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함. 특허법에서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실시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며,

들어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최저 실시료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

이 경우 ‘청약’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의사를 표시한 것(청약) 외에도, 제품 광고 등을 통해 구매자가

최적의 실시예 [미국]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청약의 유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됨.

best mode

ㅊ

미국 특허법 제112조(a)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의 하나로,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한 발명을 실시할 수

체납요금

있는 최적의 실시예를 명세서에 기재해야함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에 따라 best mode 기재요건은

surcharge

무효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등록요건으로는 유지). 우리나라의 경우 명세서에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

특허 연차료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추가요금.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한 추가납부기간
(6개월)동안 1달마다 3%씩 정상요금에서 가산됨.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도록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적인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예 란을 만들어 기재할 수 있음.

최초 거절이유통지

non-final notice for rejection
초상권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지적하는 최초의 통지. 최초거절이유통지는 거절이유통지 전부터 원시적으로

right of portrait

존재하는 거절이유를 심사관이 발견한 경우에 행하는 것이며 심사관이 언제 발견했는지는 무관함.

542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한영사전

543

최초판매이론

출원

first sale doctrine

application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참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최혜국대우의 원칙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어느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에 대해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 특권, 면제를 허용하는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경우에는 동시에 모든 동맹국가에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WTO TRIPs협정 제4조).

특허청구범위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출원에서 특허등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또는 특허청(심사관)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 Hughes
Aircraft case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판결이유로서 사용한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음.

추가개시 [미국]

additional discovery
증언선서(deposition)로 인한 증거의 개시에 추가하여 당사자가 반대신문 또는 당사자의 반대쟁점에 대한

출원경과

증언기간 동안에 문헌 또는 사물을 제시하는 것

prosecution history
지식재산권의 출원부터 등록을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 정리한 것.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출원공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 프로그램의 비문언적 표현의 보호범위를

laying-open of application

결정하기 위하여 추상화, 여과, 비교의 3단계의 논리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임. ① 원고 프로그램을 구성

출원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

하는 구조적 부분들(목적코드, 원시코드, 알고리즘 및 데이터 구조 등)을 분해하고(추상화단계), ② 각각의

에게 공표하는 것. 특허의 경우 출원인의 조기 공개신청이 있거나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시, 디자인출원의

분해된 부분들을 검토하여 그에 내재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표현, 공중의

경우 출원인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

영역인 요소들을 거르며(여과단계), ③ 여과과정을 거쳐 남게 된 창작적 표현을 피고의 프로그램과 비교
(비교단계)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함.

출원공고

ㅊ

publication of applications

추인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ratification

출원공고결정을 하며, 특허청장은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함.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법률행위.

출원대리인
출발물질

agent / attorney for application

starting material

지식재산권 출원사무의 대리인(변리사).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생산에 있어 해당 의약품 구조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원료 또는 중간재를 의미함.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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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데이터시트 [미국]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정정하는 ‘실체보정’과 특허에

ADS(application data sheet)

관한 절차의 방식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정정하는 ‘절차보정’이 있음. 절차

가출원 또는 정규의 출원에서 출원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출원데이터시트를 통해 발명의 제목,
발명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미국특허상표청이 출원서류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줌.

보정을 방식보정이라고도 함.

출원의 취하

withdrawal of application
출원등록업무

출원절차를 출원 시에 소급하여 종료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말함.

prosecution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얻어내는 과정.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할 수 있음. 그리고 출원 공개 후 출원이 취하된 때에는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
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러나 출원 공개 후에 취하되어 재출원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가 됨.

출원료

application fee / filing fee
지식재산권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출원의 포기

abandonment of application
출원절차를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 포기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출원 시 출원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 한국특허청의 경우, 권리구분(2 digits) + 연도(4 digits) + 일련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음. 출원포기에 의해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러나 출원공개 후에 포기되어 재출원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은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가 됨. cf) 출원의 취하(withdrawal of application)

번호(7 digits)를 연결하며 13자리 숫자로 사용하고 있음. 권리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특허 10, 실용신안
20, 디자인 30, 상표 40, 업무표장 42, 단체표장 4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 증명표장 47, 지리적 표시

출원일

증명표장 48.

application date /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일자. cf) 출원일 인정(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date)

출원의 변경

change / modification of application
출원의 주체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동일한 법(상표법) 내에서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 즉,
상표출원, 단체표장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은 제외), 증명표장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은
제외)을 상호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cf) 변경출원(conversion of application)

출원일의 인정

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date
통상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함. 그러나 도달주의만으로는 특허청과 당사자와의
지리적 원근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신한
때를 출원일로 인정함. cf) 출원일(filing date of application)

출원의 보정

amendment of application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거나 출원인이 자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출원인의 본래의 의도대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 출원의 보정은 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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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접수일자

취소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revocation

지재권의 출원을 특허청에 접수한 일자.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잠재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출처표시

source indicator

취소결정불복심판

상품이 유래한 지역·기업 등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 오늘날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동일한 상표는 동일한

administrative trial against cancellation

출처에서 나와 같은 판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함.

이의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권리자가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등록취소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출처혼동

confusion as to the source

측면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와 혼동이 되는 것. 출처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에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도

side view

포함되며 주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 구성의 일부를 변경, 가감, 축소, 확대 등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물을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린 그림.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있음.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함.

치환가능성
출판권

interchangeability

publication right

균등론 적용 요건의 하나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다른 방법이나 물로 치환(대체)하더라도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여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출판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판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짐.

치환용이성의 정도

level of obviousness of replacement

출판물

균등론 요건의 하나인 치환용이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용이성이 어느 정도의 것이면 좋은가의 문제.

printed publication

치환용이성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어야 함.

기술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문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명의 내용이
개시된 출판물이 발명일 이전 혹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공개될 경우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친고죄

없음.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로서 비밀침해죄

취소

(형법 제316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이 친고죄에 해당함.

cancellations
지정국 ‘전부’에 대하여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국제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함. 취소된 지정

친특허주의 [미국]

상품은 국제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되므로 권리자는 취소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pro-paten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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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말함. 제1기 친특허주의 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침해소송

위하여 특허권자를 우대하고 특허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침. 대표적인 예로 1790년 특허법 제정, 1836년

infringement lawsuit

특허법에 의해 국무부 산하에 특허청 설치, 특허의 유용성을 헌법에 명문화 등이 있음. 그러나 대공황
이후 193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경제정책은 독점금지에 초점을 두는 독점금지정책(antitrust policy)이
강조되어 이 시기에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취급됨. 이후 1980년대에
일본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자 레이건 행정부가 경제 불황을 타개
하고 국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하여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시 반특허주의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지재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 침해소송의 본안소송에는 금지청구 등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있음.

침해제소 대상품

(anti-patent)에서 친특허주의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 특허전담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신설,

accused device / product

지식재산권과 통상정책의 연계, 특허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친특허주의 정책의 사례로 들 수 있음. 2006년

침해소송에서 원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특허권(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후는 부실특허 제거, 특허괴물 통제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는 등 친특허주의에 일정부분 제한이

주장하는 피고의 장치나 제품.

걸린 점을 고려하여 ‘수정 Pro-patent’라고 칭함.

침해죄
침해금지가처분

offense of infringement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권자나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특허법 제225조, 상표법 제230조).

목적으로 하는 재판.

침해행위
침해금지청구

act of infringement

petition for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정당한 권한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금지 또는 침해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칭송 용어 / 표장 [미국]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laudatory terms / mark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6조).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우수성을 나타내는 용어. “최고(best),” “오리지널(original)” 등의 칭송용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함.

침해금지청구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침해금지청구(petition for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참조

침해복제물

infringing coping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작과정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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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라이선스 / 상호실시허락

ㅋ

cross license / mutual license
둘 이상의 특허권자 상호간에 자기가 보유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
2011.8.11, LG전자와 SONY는 양사간 플레이스테이션3(PS3)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사는 크로스라이선스를 맺고 상호 특허를 공유하기로 함.

캐릭터

character

크롬산납 염료 사건 [일본]

만화, TV,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명칭, 도안,

Lead chrome pigment case

특이한 동작 등과 나아가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하는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 캐릭터가

2000년 1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7年(行ツ) 105). 이 사건에서

갖는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가 가능.

일본 최고재판소는 “‘갑’ 무효심판청구가 있은 후 이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을’ 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청구불성립 심결이 확정되고 그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갑’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일본의 특허법 제167조는 심판청구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관한 것으로,

computer program invention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해 확정 심결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하여 심판청구를

발명을 실시할 때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CPU, 메모리 등)에 의해서 실현되는 논리적 단계들을 필요로
하는 발명.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 판결에 의해 확정 심결의 등록이 있은 후 청구된 무효심판청구만이 특허법
16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됨.

수 있는 매체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14.7.1. 출원부터 적용)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클래스 헤딩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함(특허심사기준 제9부 제10장).

class heading
NICE 분류 상의 34개 상품류 및 11개 서비스업류의 각 분류별 특성이나 포함되는 상품을 설명하는 부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computer program works

클린핸드의 원칙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즉 컴퓨터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

doctrine of clean hands

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009년 4월 22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할 때 형평법에 반하는 위법 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범한 경우 그 권리에 근거한

흡수ㆍ통합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됨.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특허관계 사건에 한하지 않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를 이용하여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으므로 ‘깨끗하지 않은 손(unclean

케이제이코리아-헬스코리아 사건 [미국]

KJ KOREA-HEALTH KOREA case

hand)’이 인정된다 하여 특허권자의 청구를 거절함(Morton Salt Co. v. G. S. Suppiger, 314 U.S. 488 (1942)).

2014년 9월 미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영양보조제 판매업체인 원고 KJ Korea는

킬비사건 [일본]

‘Health Korea’상표가 침해되었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Health Korea는 소 기각 청구를 한 사건임.

Kilby Case

법원은 원고가 ‘Health Korea’에 대한 2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피고가 동일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표는 영문이지만 자신들의 상호는 국문이라는 주장의 소 기각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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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특허권에 근거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ㅌ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개정함.

텐센트 소리상표 인정사건 [중국]

Tencent sound-mark case

2018.10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최종심 판결에서 텐센트가 신청한 didididididi(嘀嘀嘀嘀嘀嘀) 소리

상표의 현저성을 인정하고 등록을 허용함. 업계에서는 QQ 메시지 알림음 상표사건은 중국 상표법 분야의
첫 소리상표사건으로서 사건의 심리결과는 소리상표의 현저성 판단에 대해 많은 참고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토착지역공동체

IPLCs(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

통관

customs clearance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함(관세법 제2조 제13호).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

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특허권자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②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
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⑤ 수입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허청장의 결정(재정)에 의해서 그 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해
주는 제도. 단,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trial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특허권자 자신의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에 있고 타인은 해당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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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때, 특허심판원에 타인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

하는 법원임. 통합특허법원은 하나 이상의 참가회원국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기존의 유럽특허 뿐만 아니라

권의 허락을 청구하는 심판(특허법 제138조). cf)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단일특허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므로 여러 국가에서 복수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및
복잡성을 피할 수 있게 해줌. 통합특허법원의 판결은 통합특허법원협정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통상실시권

효력을 미침. 시행 초기 과도기적 조치로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에는 기존의 루트(각 국가

non-exclusive license

개별법원에 소송제기)와 통합특허법원 루트 모두를 허용함. 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영국,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person of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기술수준을 숙지하고 있거나 일정 정도의 창작능력이
있는 자라고 특허법상 의제된 추상적인 존재. 당업자라고도 함.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정책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함.

통일영업비밀법 [미국]

UTSA(Uniform Trade Secrets Act)

프랑스, 독일을 포함하여 총 13개 유럽 국가의 비준을 필요로 함.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제
1심법원은 중앙법원(파리, 런던, 뮌헨), 지역법원(가맹국 당 최대 4개 설치), 광역법원(2개 이상의 가맹국의
요청)이 있으며,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둠.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보통 상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전통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
되는 포장지 또는 용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과 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상품자체의 디자인·모양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상으로 보고 있음.

특별손해

special damages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됨. 특별손해배
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예견가능성이 인정
되어야 함.

1979년 미국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미국 내 영업비밀 보호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

제정한 법률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규정.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캐롤라이나를

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

제외한 47개주가 UTSA를 채택하고 UTSA에 기초한 각 주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함. cf)
경제스파이법(EEA), 영업비밀보호법(DTSA)

두 국가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여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최종 특허여부는 각국
특허청에서 결정함.

통합운영관리시스템

AIMS(Administr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PO의 재정 및 예산 세입 / 세출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ㅌ

특허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

patent assignor estoppel
특허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침해소송에서 양도인이 양도된 특허가 무효라고 이의제기를

통합특허법원 [유럽]

UPC(Unified Patent Court )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유럽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들의 공동법원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사법제도의 일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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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회(회피)설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designing around a patent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발명의 구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

특허가능성

patentability
특허 적격성

발명이 특허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말함. 우리나라

patent eligibility

특허법 제29조, 제30조, 미국 특허법 제102조, 제103조는 특허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들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함. 자연법칙 그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천연물이나 세균 등의 단순한

특허결정

발견은 특허의 적격성이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성립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decision of patent / decision to grant a patent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

특허 전자도서관 [일본]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특허고객번호 / (구)출원인 코드

일본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웹 사이트.

applicant code
우리나라 특허출원 시 출원인(또는 기업)에 부여되는 식별번호.

특허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substantial change of claim

특허공보

특허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특허

patent gazette

청구범위, 성질 등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함. 정정청구에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널리 일반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공보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청구범위 감축이나

발행하고 있음. 특허공보는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가 있음.

오기의 정정은 허용이 됨.

특허관리금융회사
특허 풀

NPE(non-practice entity)

patent pool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채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특허소유자가 특허업무대행기관에 보유특허권을 공동 출자하여 위탁 관리시키는

단체.

것으로, 특허업무대행기관은 특허소유자를 대신하여 특허실시계약, 실시료 징수 및 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함. 특허 풀의 대표적인 예로는 동영상 코딩에 관한 표준특허인 MPEG-4 가 있음.

특허관리인

ㅌ

patent administrator

특허

재외자로부터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patent

영업소를 가지는 자를 말함.

등록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해 기술 공개의 대가로 국가에서 허여한 독점배타권. 특허청에 출원된 발명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특허괴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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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하지 않고 특허

절차로 인해 특허를 받고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소송을 빌미로 라이선스를 요구하여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특허전문기업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특허법 제89조).

말함.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개인발명가들의 특허를 중개하고 신기술의 라이선스를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빈번한 특허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인한 기술발전의 저해 등의

특허대리인 [미국]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거론되고 있음.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허괴물 대신 중립적인

patent agent

의미의 ‘특허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 또는 ‘특허주장 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
등의 명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음.

특허권

미국특허청에 특허, 디자인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patent attorney와 다름.

특허독립의 원칙

patent right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principle of patent independence
산업재산권제도 자체가 원래 자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기하여 각국이 독립한 제도로서 발전시킨 결과
자국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하여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특허권자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파리조약 제4조의2).

patent owner / patentee
특허권을 소유한 자.

특허등록원부

특허권자의 진술서 포기 [미국]

patent register
특허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

waiver of patent owner’s statement
미국 특허법상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는

특허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함.

patent fee

특허권존속기간 조정 [미국]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임. 특허료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을 내야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내야함.

patent term adjustment(PTA)
2000년 5월 29일 또는 그 후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절차상 심사지연으로

특허료의 반환

특허등록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 3년을 초과한 일수를 특허권존속기간에서 연장시켜 주는 제도임.

refund of patent fee

다만 출원인의 책임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35U.S.C.154(b). 국내에는 한-미 FTA에 따라
’12년 도입되었음(특허법 제92조의2). cf) patent term extension(PTE)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

extension of patent terms / patent term extension(PTE)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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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unpatentable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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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

표준화, 출원서 기재요건의 완화, 전자출원제도, 실수에 의한 권리 상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PLT는

patent map

특허협력조약(PCT)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

특정 분야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 및 특허출원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로서, 기술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연구 기획 등에 널리 활용됨.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
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있기 때문에 파리조약을 보충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한 체약국간의 특허법 통일화 작업을 시도한
결과로 탄생함. 2018년 현재 미국, 일본, 북한 등 총 40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특허문헌

patent document / documentation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내용을 기재한 문헌.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이 있음.

SMART3(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한국, 미국,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개별특허의 우수성을 특허명세서·서지정보·행정정보 등으로부터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등급 평가 서비스. 기업들이 특허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기 대상 특허 및 핵심특허 선별을 위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도구로써 활용중이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 중.

특허발명

claimed invention / patented invention
특허권이 있는 발명으로서, 심판 또는 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가 되는 발명. 참고로 미국에서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에 관련된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35 USC §287). cf) 확인대상발명(accused invention)

특허발명의 불실시

non-working of patent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되지 않는 것. 특허발명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청구의 사유가
됨. cf)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특허법원

Patent Court of Korea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법원 급의 전문법원. 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일환
으로 1998년 3월 1일에 설립됨. 전국을 관할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와
특허권 등의 침해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든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함.

특허법조약

PLT(Patent Law Treaty)
각국의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위해 2000년 6월 채택됨. 출원일의 요건 완화, 출원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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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patent dispute
특허권에 대한 침해, 권리관계의 존부, 권리관계의 범위, 라이선스 조항 등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다툼.

특허-비즈니스 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IP-Biz Hanaro
예산과 정보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허 및 비즈니스 정보를 연계한 관련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특허청에서 운영중이며 이 서비스를 활용해 특허분쟁정보,
국가 R&D정보, 거래기술정보, 유망기술정보 등을 확인가능.

특허상표 전자도서관 [미국]

PTDL(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대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미국 내 각 지역에 특허상표 전문도서관을 지정하여
USPTO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특허 및 상표 정보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 [미국]

SNQP(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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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절차의 개시 요건으로, 결정계 재심사에서 고려되는 인용문헌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줄이고, 심사처리기간을 적정수준

당해 특허의 심사과정에서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적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결정계 재심사

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지식산권구(CNIPA) 산하기관. CNIPA의 위탁을 받아 특허심사, PCT 예비

개시명령이 내려짐. cf)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018년 현재 베이징, 광둥성, 장쑤성, 허난성, 후베이성, 톈진시, 쓰촨성에서
특허심사협력센터를 운영 중임.

특허소송

patent litigation

특허심판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함.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특허소송에

patent trial

대하여 관할집중제도를 시행하여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5개 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도록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

하고 있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본안사건(특허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심판을 말함. 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이 있음.

한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등) 소송에 대한 1심 관할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5개 지방법원(서울
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임. 이 중 선택적 중복관할제도를 두어 당사자는 누구나 선택에 따라 서울

특허심판원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98년 3월 1일 설립된 합의체 심판기관. 특허심판원은 직접 심판

특허실체법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 심판관련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

SPLT(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0년 6월 WIPO가 채택한 특허실체법 통일을 위한 조약. 특허대상, 특허요건, 선행기술의 정의, 유예
기간, 명세서 기재사항, 보정, 정정, 무효 및 취소사유와 같은 실체법 사항을 다루고 있음. 2005년 이후

특허의 정정

실질적인 논의는 중단됨.

correction of patent
정정심판(trial for correction) 참조.

특허심사편람 [미국]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특허정보 개방서비스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특허심사실무와 절차를 참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뉴얼. 서류의 접수 및

KIPRIS-PLUS

처리의 사무절차, 실체심사, 저촉심사, 심판, 디자인특허, 식물특허 및 PCT 등에 관하여 심사관에 대한
지시와 이들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 일체가 기재되어 있음.

특허심사하이웨이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시행하는 국가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제1국 특허청에서 특허허여 결정된 후 제2국
특허청에 해당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특허심사협력센터 [중국]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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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가 대국민대상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KIPRIS-PLUS는 IP정보서비스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청이 보유한 원천 지식재산 데이터를 Open-API, FTP 등을 통해 대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유럽]

esp@cenet
1998년 10월에 개통한 유럽특허청(EPO)의 온라인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시스템. 세계 70개 이상의 기관
으로부터 받은 1970년 이후의 특허정보 약 4천 5백만 건을 제공하는 HTML 기반의 검색시스템임.

특허정보이용자그룹

PIUG(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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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24개국의 특허정보전문가들로 결성된 민간 비영리단체.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취소신청을 받은 특허청은 3인 혹은 5인 합의체의 서면심리 후 특허 취소 혹은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림.

경험 및 의견 공유를 위해 전 세계 특허정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특허침해소송
특허증

a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certificate of patent / letters patent

특허권자의 허락 등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특허를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가 그 타인에

특허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특허청구범위

특허침해소송

claim

patent infringement lawsuit

특허발명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기재된 부분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권의

a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참조.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함.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하나
또는 둘 이상 있어야 함.

특허표시

marking of patent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권자나 실시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이 특허제품이나 출원제품에 특허번호와 함께 “특허”, “방법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patent claim

특허”, “특허출원(심사중)” 등의 문자를 표기하는 것(특허법 제223조). 미국의 경우 특허의 표시가 없으면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및 그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

손해배상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침해자에게 특허제품임을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때
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소를 제기하는 것은 통지로 취급됨.

특허청의 통지

office action

특허협력조약

특허청에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는 통지. 거절(rejection),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 등에 관한 통지가 있음.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하여 1970년 6월에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78년 1월 24일에 발효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각국 특허청의

특허출원의 회복

중복심사에 따르는 노력을 경감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됨.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심사

restoration of patent application

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ㅌ

출원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특허법 제67조의3).

특허취소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revoking) of a patent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 선출원 관계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의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이유로 특허청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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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그 수식이 나타내는 범위와 얻을 수 있는 효과(성능) 간의 관계의 기술적 의미를 특허출원시에

ㅍ

구체적 예의 개시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든지, 또는 특허출원 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당해 수식이 나타내는 범위 내라면 소망하는 효과(성능)를 얻을 수 있다고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예를 개시하여 기재할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함."

파리루트 방식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판결의) 파기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using the Paris route

reverse / quash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소법원이 이를 파기하는 것.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새로이 재판하여야 하는데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
이라 함.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해외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의해 해외출원 절차를 밟는 경우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출원을 의미함.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은 국내 상표출원 후 6개월
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국내 상표출원일을 해외출원일로 인정함.

파산선고

파나소닉 “미용기” 디자인침해 사건 [중국]

adjudication of bankruptcy

Panasonic design case

파산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2016년 중국법원이 선정한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에 하나로서 북경 고급인민법원이 파나소닉사의 미용기기
디자인권(수권번호 CN302065954S)의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320만 위안(대략 한화 5억4천만원)의

파생물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건임. 원고측 등록디자인과 피고측 디자인간에 운반용 손잡이와 제품 하단의 만곡

derivative

부의 유무, 바닥면의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실질적인 영향을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두 제품 모두 반 타원형의 몸체에 60도 가량 기울어진 나팔모양의 노즐이 유기적인

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나고야의정서 제2조).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유사하다고 판단함.

파생절차 [미국]
파라미터 발명

derivation proceeding

parameter invention

발명자가 제3자의 선출원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하여 그 특허대상이 발명자 본인의 작업으로부터 파생

새로 창출된 파라미터(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값) 또는 새로 창출된 여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심판 절차. 미국 개정특허법(AIA)에 따라 신설된 절차로서 2013년 3월 16일 이후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규정한 발명. 고분자 재료, 시멘트 재료, 세라믹 재료, 합금, 유리 등과 같이

출원에 적용되며, 기존의 저촉심사 (interference proceeding)를 대체함. 그러나 저촉심사는 2013년 3월 16일

출발물질이 특정되어 있어도 그 반응생성물이 용이하게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파라미터 발명 형식의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함. 파생절차는 모인 관계의 출원 사이에 진행되는 반면,

청구항으로 기재함. cf) 수치한정 발명(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저촉심사는 선발명자의 구분에 의문이 있다면 모인 관계가 아니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파라미터 발명 사건 [일본]

파이프라인 제품

Parameter patent case

pipeline products

2005년 11월 11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17年(行ケ) 10042).

특허는 되었으나 시험이 필요한 발명(주로 제약특허)으로 제품화 과정이 오래 걸리는 제품.

ㅍ

이 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파라미터 발명의 서포트(뒷받침) 요건과 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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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페이청우라오 상표침해사건 [중국]

ruling

Peichungurao case

court decision 참조.

2016.5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은 장쑤방송국의 “페이청우라오(非誠勿擾)”프로그램 및 진아환(金阿歡) 등록
상표의“친구 사귀기 서비스, 결혼소개소”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에 있어 둘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고

판매로 인한 신규성 상실 [미국]

관련 공중은 일반적으로 TV 프로그램과 현실적인 결혼 상담서비스를 잘 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on sale bar

유사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동 판결에서는 TV 프로그램의 명칭과 상표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전에 그 발명이 미국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102조 (b) 규정.

판사에 의한 재판

TV 프로그램의 명칭이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TV 프로그램 및 내용 소재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TV 프로그램의 서비스 종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상표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공중의 혼동과 오인 가능성을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으로 인정함.

편집저작물 / 집합저작물

bench trial
배심원 없이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

collective work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통상적으로 백과사전, 연감, 정기간행물
등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 또는 기여하여 작성된 편집물이 편집저작물에 해당되며, 편집물이어도 그 소재의

판정 / 지급판정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

award
중재계약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의뢰받은 중재인이 내린 판정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배심원의 지급판정.

평결 [미국]

verdict

패밀리특허

미국 민사소송법상 배심원(jury)이 사실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정식판단을 말함.

patent family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를 말함. 즉, 하나의 발명이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경우 기본출원에

평면도

대하여 각국의 출원들이 가족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임.

plane view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그 윗부분에서 내려다보이는 면.

패키지 라이선스

package license

폐지

CD매체와 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동봉되어 포장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또는 제도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상실시키는 것.

퍼블리시티권

publicity right(right of publicity)
실재의 사람의 캐릭터, 또는 성명이나 초상을 비롯한 ‘총체적 인상’에 관한 경제적 권리. 본래 사람의
용모나 성명 등에 관한 권리는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었으나 인물의 캐릭터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즉
상품 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측면에서 유명연예인 등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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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e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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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 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무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저작권 관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명세서, 도면, 보정서, 의견서 등 모든 출원 관계

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서류 일체의 묶음을 의미함.

포괄라이선싱

포대금반언 / 출원경과금반언

package licensing

file wrapper estoppel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복수의 특허를 한 그룹으로 묶어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 실시권자는 허락된 모든 특허권을 실시할 수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금반언의 원칙 중 하나. 즉, 출원인이

있는 권리를 갖게 됨.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
하거나 또는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특허등록을 받고 나서 나중에 출원 중에 포기한
청구범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cf) 금반언(estoppel)

포괄명칭

comprehensive name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협의의 포괄명칭) 또는 동일 혹은 복수의 상품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

구분 내에서 복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광의의 포괄명칭)을 포함하는 상품명칭.

origin of wines or spirits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생산지를 말함.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상표뿐만

포괄위임등록

아니라 그에 대한 번역 및 음역을 모두 포함하는 상표도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표시를 포함

registration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하는 상표로 보고 있음(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해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안에 대하여 미리 위임을 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범위 안에서는 개개의 절차마다 위임장을

포함하는

제출할 필요 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

comprising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을 포함하는”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당

포기

특허발명(A)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된 발명(B)이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renunciation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발명(B)의 실시가 침해로 인정됨. 개방형(open-ended) 연결부라고도 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서 지정국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 포기
된 지정국이라도 다시 사후지정될 수 있음.

표면장식

surface ornamentation
포기출원의 회복 [미국]

revival of abandoned application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는 장식.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면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봄. 그러나 예상

표장

하지 못한 사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mark

특허상표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포대

file wr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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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표준화기구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SSO(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에 동 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서

표준의 개발, 설정 및 보급 등의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1891년에 마드리드에서 채택됨. 이후 브뤼셀(1900), 워싱턴(1911), 헤이그(1925), 런던(1934), 리스본(1957), 스톡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홀름(1967)에서 각각 개정됨. 이 협정에 의한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해서 출원인은 본국의 국내 특허청에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등이 있음

상표를 등록하여야 하고 그 후 본국관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이 가능함. 이러한 국제출원이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국제사무국에 의해 등록, 공고되며 출원인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지정국에 통보됨.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품종보호 출원

application for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립종자원에 등록출원하는 것. 품종
보호 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음.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의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국제 조약으로 1973년 체결됨. 한국은 2011년에
비엔나 협정에 가입함.

품종보호심판위원회

plant variety protection tribunal

표절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는 기구(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 제1항).

plagiarism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기하여 자신의 것으로

품질보증기능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

quality assurance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갖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기능.

표준문자

standard characters

프라이버시권

출원서 작성에 사용하는 정해진 문자 모양 또는 서식. 예를 들어 미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흰색바탕에

privacy right

검은 글씨로 작성되어야 하고, 상표에 사용되는 철자는 라틴문자, 숫자는 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야 하며, 디자인적 요소가 포함되면 안 됨.

표준필수특허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를 말함.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를 부여함. cf) FRAND license

자신의 사생활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로 인격권적 성질을 지님. 헌법상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프랑스 국립원산지명칭협회

NIAO(National Institute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Quality)
프랑스 농림부 산하의 농산물 및 식품의 원산지명칭의 심사, 감독,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ㅍ

프로그램 전송신호

program-carrying signal
전자기적으로 발생된 반송파로서 우주공간에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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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상소인

ㅎ

appellee
상소인의 상대방 당사자.

피고

defendant

하나파이낸셜-하나뱅크 사건 [미국]

소송을 당한 당사자로서 원고의 상대방. 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

HANNA financial-HANA BANK case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

2015년 7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표침해소송 판결. 미국 회사인 원고 Hanna financial Inc.는 한국회사

소송 등 당사자계 심결 취소 소송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Hana Bank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Hanna financial이 2005년 상표등록하였고,
Hana Bank가 2006년 상표등록을 하였으나, Hana Bank는 Hana Overseas Korean Club으로 1994년부터

피한정후견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해당 상표에 대하여 legal equivalent가 있으며,

quasi incompetent person

tacking doctrine(최초 상표등록자가 최초 상표를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를 말함.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음(특허법 제3조).

수 있다는 법리) 적용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이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표에 legal
equivalent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이므로 배심원이 판결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하위개념

필수적으로 구성된

consisting essentially of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 (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필수적으로 ～으로 구성된”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연결부 표현이 사용될 경우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에

subordinate concept
genus-species(속-종 관계) 참조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해당 발명의 기본적이고 신규한 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하자있는 국제출원

개방형 (open-ended), 즉 “comprising”과 같은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irregular international application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경우라도 그 구성요소가 특허의 기본적이고 신규한 특성에 실질적으로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고 접수 당시 출원이 협정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는 특허침해가 성립하게 됨.

하면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 기간 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국제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학명

scientific name
생물종을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표준화된 국제명칭.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design for a set of articles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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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용되면서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을 때 1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음 (디자인보호법 제42조).

한국특허정보원

KIPI(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한국 특허청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국내외 산업재산권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의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종합데이터베이스(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KIPRIS)를 산업계, 연구소, 특허

한국의 지식재산 업무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소, 학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특허기술전문 서비스업체.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됨.

한국특허정보조회서비스

K-PION

한국발명진흥회

해외특허청 심사관 대상 한국특허정보 조회서비스. ‘05년 11월 개통이후 미, 일, 중 등 총 37개 특허청에서

KIPA(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활용중.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설립. 전신은 한국

한국특허청 전산망

발명협회(1982년)와 특허협회(1972년)임.

KIPOnet
특허 출원부터 등록, 심판 업무에 이르는 특허 행정 전 과정을 전산화한 특허 행정 정보화 시스템. 전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원, 실시간 특허정보 제공,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등 고객 측면에서의 대민 서비스는 물론이고,

Korea Copyright Commission

업무측면에서도 온라인 사무처리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온라인 재택심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 전문단체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1987년 설립되었음.

도입으로 심사관 복지향상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옴.

저작물 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

한정요구 [미국]

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출범함.

requirements for restriction
미국 특허법에서 심사관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독립된 별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우 청구항을 2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KIIP(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것. 우리나라의 경우 1출원 1발명의 요건(특허법 제45조)이 이에 해당함.

2005년 말 기존의 지식재산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서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동
기관은 각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동향, 관련 권리제도와 법제의 정비, 정부의 정책과

한중일 심판 전문가 그룹회의

경제·산업계의 동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JEGTA(JPO-KIPO-CNIPA Joint Experts Group for Trial and Appeal)
한중일 3국간 심판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전문가 회의.

한국특허영문초록

KPA(Korea Patent Abstract)

합리적 로열티(실시료, 기술료)

한국특허공보의 발명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영문요약서로 서지사항, 요약서,

reasonable royalty

대표도면으로 구성.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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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액의 의미가 있음.

해쉬태그 표장

hashtag mark

합성어 표장

해쉬기호(#) 또는 해쉬태그(HASHTAG)라는 단어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표장. 이들은 출원인의 상품

compound word mark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음.

두 개 이상의 단어 또는 단어와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 표장. 합성어 표장에는
‘ECODECO’, ‘C.Razer’ 등이 있음.

해외 지식재산센터

IP-DESK

합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확대를 위해 상표·디자인 출원 및 침해조사, 법률

partnership-ownership

검토를 지원하는 해외주재 지식재산센터. 2018년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지만 공동

시아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

목적하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도 제한됨.

해적판
합의의사록

piratical edition

ROD(Record Of Discussion)

허락 없이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전부를 의미함.

자체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식문서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조약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합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정서(protocol)라고도 불리며, 국제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조약의 범위에

해치왝스만법 [미국]

포함됨.

Hatch-Waxman Act(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심판관) 합의체

1984년에 제정된 의약품 특허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간의 연계 시스템을 규정한 미국의 법률.

panel (of trial examiner)

이 법은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의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30

특허심판원의 심리에서 일정수의 심판관이 하나의 합의체를 이루어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월간 허가절차의 중지, 최초 제네릭의약품 신청자가 특허권을 무효시킨 경우에 판매독점권부여 등을

3인 또는 5명의 심판관이 합의체를 구성함.

규정하고 있음.

항변

해태

argument

laches

소송에서 공격방어 방법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특허침해소송에서 피소자의 방어논리 중 하나. 지식재산권자가 침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납득할 수

배제하기 위하여 별개의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원고의 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없을 정도로 지연시켜 해당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유발시킬 때 침해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변제의 주장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항변에 해당함.

대하여 권리 주장 불가를 주장할 수 있음.

항소 / 상고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appeal

Nucleotide and / or amino acid sequence listings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절차.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시 핵산 및 아미노산의 서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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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말함. 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핵산염기 및 / 또는 아미노산

허위 또는 기만적인 원산지표시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서열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명세서는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포함하여야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1891)

하며, 서열목록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다음)에 기재하거나 파일로
제출해야 함(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제4조 제2항).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9조의 특별협정으로서 1891년에 채택됨. 이 협정은 회원국
또는 회원국 내 어느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고 있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상품이 체약국에 수입되는 것을

행정소송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됨. 이 협정은 원산지를 허위 또는 기만적으로 표시한 물품은 수입시에

administrative litigation

압수 또는 수입 금지되어야 하며, 기타 조치 및 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판매, 전시 또는 상품의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청약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일반대중을 기만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함.

소송.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86조에 규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특허취소
신청서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 등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만이 특허소송 사건이 되고,

허위광고

서류불수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한 소송은

misleading advertising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이 됨.

행정심판

administrative trial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구하는 제도.

행정조사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권고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수요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현실적 손해

actual damage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이나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의미함.

현장검증

on-site investigation(inspection)
법관이 직접 자신의 감각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
조사방법을 검증이라 하고, 검증이 그 검증물의 소재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현장검증이라 함.

현저한 지리적 명칭

행정처분

administrative measure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영업면허, 조세부과 같은 것이 그 예임.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
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음.

허수아비 특허

scarecrow patent

현저한 효과

특허권자가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잠재적으로 무효이거나 광범위한 특허를 말함.

si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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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결합발명이나 선택발명에 있어서 해당 발명이 인용발명에

하여, 법관은 둘 중 택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한 구제를 인정할 수 있음. 원고의 청구가 금전적 손해

비해 이미 알려진 효과보다 현저하게 상승된 효과를 갖거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효과가 발생

배상인 경우에는 보통법에 의하여, 금지명령인 경우에는 형평법에 의하여 판결 및 결정을 내리게 됨.

하는 경우를 말함. cf) 상승효과(synergism)

형평법상 금반언 / 금반언 [미국]
현지 내 상태

equitable estoppel / estoppel

in-situ conditions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자로 의심받는 자가 주장하는 방어논리의 하나. 특허권자의 행위가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로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침해자는 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특성이 발현되도록 한 환경에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암시를 주었고, ② 이에 침해자가 그러한 특허권자의 행위를 믿었으며, ③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을 받아
들인다면 침해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증명해야 함. 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특허

협의통지서

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관념에 맞는 것인지를 기초로 금반언 원칙에 대한 위반

notification of request for agreement

여부를 결정함.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제한으로 적용되기도 함. 즉, 미국은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심사관이 경합하는 출원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

무효심판(IPR) 신청 시 모든 무효이유와 증거를 적시하도록 하는 한편, ‘무효심판 신청 시 제기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증거’로는 이후의 모든 심판·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미국 특허법 제315조(e))

형사소송

penal / criminal action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

혼동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타인의 유명상표를 경업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형상

야기할 가능성을 의미함.

shape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여, 글자체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함.

혼동방지표시청구

request to make an indication to prevent the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형태성

configuration of an article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파악되는 물품의 외관.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다른 정당한 상표 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상표법 제99조 제3항).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임. 형상은 필수요건이며, 모양, 색채는 부가요건임.

홀로그램 상표
형평법

hologram mark

equity law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영미법 체계의 하나로 보통법과 마찬가지로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른 판례법. 형평법상의 구제는 정의나 공평,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

공정성에 기하는 데 반해, 보통법상의 구제는 금전배상이 주요한 목적임. 미국에서는 1848년 뉴욕주 소송
절차법(Code of Procedure)에 의해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절차상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화상디자인

주에서 이 같이 행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가 사건의 제소 시 보통법과 형평법 모두에 의한 구제청구가 가능

graphic user interface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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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서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하거나(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challenged) 또는 속하지 않는다(소극적 권리범위확인

화학발명

심판에서 challenging)고 특정한 청구인의 발명을 말함. 이에 비해 실시주장 발명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chemical invention

심판이나 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한다고 주장한 발명을 말함. cf) 비교대상

화학물질(화합물) 또는 화합물의 조성물과 관련된 발명. 화합물 자체, 조성물 자체, 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제조방법, 이용방법 등에 관한 발명을 포함.

발명(cited invention)

확인의 이익

화해

benefit of confirmation

settlement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소권의

양 당사자간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멈출 것을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를 말함.

요건을 말함.

확인판결

확대국가 [유럽]

declaratory judgment

extension states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회원국은 아니지만 확장된 계약 (extension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유럽
특허출원 및 등록이 해당국가에 까지 효력이 미치도록 한 국가. 현재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 2개국임.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인의 소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본안판결.

확장마크업언어

XML(eXtensive Markup Language)
확대된 선원주의

문서의 전자적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전자문서 표준언어를 말함. 전세계 특허청의 모든 문서는 XML을

enlarged concept of novelty

표준으로 채택함.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확정적 권리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선출원

vested interest

으로서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ㆍ도면 전체에

권리 주체에게 완벽하고 확실하게 속하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손상시키거나

기재된 발명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함.

빼앗을 수 없음.

확대항고부 [유럽]

환송

Enlarged Board of Appeals

remand

유럽특허청(EPO) 내 최고 심판기구이며, 유럽특허협약(EPC) 규정의 통일적 적용 및 EPO와 항고부(Board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of Appeal)가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논점 등을 결정함.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

확인대상 발명

회로배치설계

accused invention, challenged / challenging invention

layou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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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후출원

배치한 설계를 일컫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Mask work, 유럽에서는 Topography, 일본에서는 回路配置

subsequent application / later filing application

(circuit layout)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반도체집적회뢰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약칭 ‘반도체설계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음.

회로용 접속부재 사건 [일본]

Circuit-connecting Member case
2009년 1월 28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내린 심결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平成 20年(行ケ) 10096).
이 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 29조2항이 정한 진보성 요건의 충족성은 선행기술로부터
출발하여 출원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특징점(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 구성)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한가

선출원과 대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선출원에 비해 출원일이 늦은 출원을 의미함.

후출원자

junior party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 출원에 대해 시간상으로 나중에 출원한 당사자.

휴면특허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용이 도달 여부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의

dormant patent

특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사후적 고찰을 배척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이 목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사업상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하는 ‘과제’의 파악에 있어서, 그 중에 무의식적으로 ‘해결수단’ 내지 ‘해결결과’의 요소를 넣지 않도록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도 되지 않은 특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해 발명이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도 당해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추측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해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도를)

common surname or name

했을 것이라고 하는 시사(示唆) 등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함이 당연하다.”라고 판시함. 이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이는 식별력이

판결은 용이도달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종전 일본 판례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정립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하였으며, 이 판결을 계기로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었음.

(제품에 표시된) 회사마크, 제조원 마크

house mark

흠결 / 무효사유 있는 특허

defective patent
명세서 및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의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 주로 한 제품에 상표와 회사마크 모두를 표시함.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불능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는 특허를 말함.

회피

희석

refrainment / recusal

dilution

법관 스스로 제척(disqualification) 또는 기피(challenge)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권자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저명

허가를 얻어 직무의 집행에서 탈퇴하는 것.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함.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등(이하

효력인정제도 [유럽]

‘상표 등’ 이라 함)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validation system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제하고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희석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199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운영된 유럽 특허청(EPO)의 효력확장제도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EPO는 효력

약화(blurring)와 손상(tarnishing)으로 나뉨.

ㅎ

인정제도를 통해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도 EPC 효력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cf)유럽특허조약(EPC)

588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한영사전

589

찾아
보기

English-Korean /
Korean-English
Glossary of Intellectual
Property Terms

영․한
한․영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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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찾기

간접적 손해

312

거절결정불복심판

317

계약관계

322

간접침해

312

거짓표시

317

고객흡인력

322

1 application for 1 trademark registration

186

간행물

313

거짓행위의 죄

317

고소

323

1군의 발명

119

간행물, 발행, 공개

312

건축저작물

317

고유번호

323

1상표 1출원

186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313

걸프협력기구 특허청

318

고의적 침해

323

2차 심사 [미국]

252

간행물의 반포

313

견본

318

고정

323

2차적 고려요소

252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313

견해서

318

공개 / 공고번호

323

2차적 의미

253

감시대상국 [미국]

313

결과책임

318

공개공보

324

2차적 저작물

84

감정

313

결정계 심판

318

공개일자

324

2차적 저작물 작성권

15

감정서

314

결정계 재심사 [미국]

319

공공대출권

324

3D modeling

272

감정촉탁서

314

결정등본

319

공동발명자

324

3D 모델링

272

감정허가장

314

결정등본의 송달

319

공동불법행위 특허침해여부 사건 [유럽]

324

감축

314

결정형(結晶形)발명

319

공동소송

325

감축의 무효선언 통지서

314

결합발명

319

공동소유자

325

갑호증

314

결합저작물

320

공동심판

325

강제규범

314

결합표장

320

공동저작물

325

강제실시권

315

경고장

320

공동저작자의 지위

325

강한 특허

315

경과조치

320

공동출원

325

개량발명

315

경매

320

공동출원인

326

3단계 테스트

276, 284

3배 손해배상

284

한글로 찾기
ㄱ
가거절

310

개시의무

315

경상 로열티(실시료, 기술료)

320

공문서

326

가거절통지서가 통보된 경우의 보호부여기술서 310

개시의무의 위반 [미국]

315

경정

320

공서양속

326

가등록

310

개연성

315

경제스파이법 [미국]

321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상표

326

가령 - 하더라도

310

개입권 / 실시요구권 [미국]

316

경제적 견련관계

321

공시송달

326

가명령

310

객관적 관찰

316

경제협력개발기구

321

공업소유권정보 연수관 [일본]

326

가변요소 [미국]

311

갱신등록

316

경합출원

321

공연

326

가압류

311

갱신등록신청

316

경험칙

321

공연권

327

가족상표 [미국]

311

갱신수수료

316

계류중인 출원

322

공연실시

327

가집행

311

거래상의 인상

316

계속사용진술서 [미국]

322

공연한 실시의 증거조사 신청 절차

327

가처분신청

311

거부 [미국]

316

계속심사청구 [미국]

322

공연히 실시된 발명

327

가출원 [미국]

311

거절

317

계속적 사용권

322

공유

327

간단하고 흔한 표장

312

거절결정

317

계속출원 [미국]

322

공유보조배터리 특허분쟁사건 [중국]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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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공인번역

328

광고 선전 기능

333

국제등록의 소멸

340

국제출원 기본수수료

345

공정이용

328

교부송달

333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340

국제출원번호

345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328

구두변론

334

(마드리드시스템) 국제등록의 종속성

340

국제출원 사용언어

345

공존사용출원 [미국]

328

구두증거배제의 법칙

334

국제등록일

340

국제특허문헌센터 [유럽]

345

공존상표권 [미국]

329

구류

334

국제등록 일부명의변경

339

국제특허분류

346

공중송신권

329

구성된

334

국제등록 전부명의변경

339

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346

공중에 기부

329

구성요소

334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339

권리관리정보

346

공중영역

329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

334

국제라이선싱협회

340

권리남용

346

공증

329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335

국제사무국

341

권리능력

346

공지

330

구속력

335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341

권리범위확인소송

347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

330

구속력 있는 선례

335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341

권리범위확인심판

347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330

구술심리

335

국제사법재판소

341

권리불요구

347

공지예외

330

구술심리진술요지서

335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341

권리의 수반성

347

공표 / 개시

330

구제

335

국제상표등록출원

342

권리의 이전 / 양도

347

공표권

33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336

국제상표출원 거절이유 통지기한

342

권리자

348

과다 청구항 [미국]

331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품

336

국제상표협회

342

권리행사 정지 [미국]

348

과실

331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중국]

336

국제소진

342

균등론

348

과실의 추정

3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36

국제수수료

342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348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331

국경조치

336

국제예비심사

342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348

과제의 해결원리

331

국내단계

337

국제예비심사기관

343

균등침해의 요건

348

과제해결접근법 [유럽]

331

국내단계용 번역문

337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343

그래함 기준 [미국]

349

과학 원리

332

국내소진

337

국제조사

343

그랜트 백

349

관련디자인등록출원

332

국내우선권

337

국제조사기간

343

근면 [미국]

349

관련디자인제도

332

국방상 필요한 발명

337

국제조사기관

344

글꼴

349

관련출원

332

국외조립

338

국제조사문헌

344

금반언의 원칙

350

관보 / 공보

332

국제공개 / 국제공고

338

국제조사보고서의 부작성선언서

344

기각 / 각하

350

관세청

333

국제단계

338

국제조사의 대상

344

기간의 지연

350

관용기술

333

국제등록기초상표권

33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44

기능성

350

관용표장

333

국제등록번호

339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사이트

338

기능식 청구항

350

관할관청

333

국제등록부

339

국제출원

345

기록매체특허

351

관할권

333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338

국제출원 개별수수료

344

기본디자인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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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기본 발명 / 개척 발명

351

노바티스 의약품 SPC(추가보호증명) 사건 [유럽] 357

당사자적격

362

독특한

368

기본수수료

351

노틸러스-바이오시그 인스트루먼트 사건 [미국] 357

당사자참가

362

독특한 특징 [미국]

368

기산일

351

노하우계약

357

대리권의 불소멸

36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68

기속력

351

뉴라운드 협상

357

대리인

363

동맹국 / 회원국

368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

352

뉴발란스 디자인 침해 사건 [중국]

358

대리인의 변경

363

동물특허

369

기술설명회

352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서

358

대리인 작업서류

363

동시계류 중인 출원

369

기술심리관

352

니스협정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대리행위

363

동일성유지권

369

기술이전

352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대여

363

동일인출원 [미국]

369

기술이전 전담사무소

352

대여권

364

동일자 출원

369

기술적 보호조치

352

대위

364

동작상표

370

기술적 사상

353

대체

364

동적 디자인

370

기술적 사상의 창작

353

다국가 1출원시스템

359

대체 [미국]

364

동적 화상디자인

370

기술적, 영업상의 아이디어

353

다류출원

359

대체적 분쟁해결

364

동종상품

370

기술적 표장

353

다물품 [미국]

359

대체출원 [미국]

364

듀퐁사건 [미국]

370

기여분

353

다중종속항

359

대표자, 대리인

365

등기 / 등록

371

기여침해

354

다항제

359

대한변리사회

365

등록가능성

371

기일

354

단독출원

359

데이터독점

365

등록결정

371

기재불비

354

단면도

360

데이터베이스 보호

365

등록공고

371

기초등록

354

단순한 설계변경

360

도달주의

365

등록료의 불납

371

기초출원

354

단일수단 청구항

360

도메인 이름

366

등록명의인

372

기탁기관

354

단일특허보호지침 [유럽]

360

도면

366

등록배제 효

372

기판력

355

(유럽특허청) 단일특허부 [유럽]

360

도면의 간단한 설명

366

등록상표의 표시

372

끼워팔기

355

단일특허패키지 [유럽]

361

도면의 생략

366

등록원부

372

단체표장

361

도하개발 아젠다

366

등록유지료

372

단항제

361

도형분류코드

367

등록주의

372

답변서

361

도형상표

367

등록증의 정정

373

ㄴ

358

ㄷ

나고야의정서

356

당사자계무효심판 [미국]

362

도형저작물

367

등록취소

373

내국민대우

356

당사자계 심판

361

독점

367

등록 후 무효심판 [미국]

371

내국민대우의 원칙

356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미국]

362

독점금지법

367

디올향수 등록사건 [중국]

373

냄새고갈이론

356

당사자 능력

361

독점배타권

368

디자인

373

냄새상표

356

당사자소송

362

독점적 통상실시권

368

디자인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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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디자인등록

374

마크맨 히어링 [미국]

379

무효심판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374

매복 마케팅

379

디자인보호법

374

멀티타임머신-아마존 사건 [미국]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

374

디자인의 구성요건

미발행저작물

390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385

미분자병리학회-미리어드 사건 [미국]

390

379

무효의

385

미생물 기탁

391

메리야스 편직기사건 [일본]

380

무효의 소급효

385

미생물기탁제도

391

374

메타테크

380

문언적 침해

386

미생물 발명

391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374

명목상 사용 [미국]

380

문자상표

386

미술저작물

391

디자인의 유사

375

명목상의 실시

380

물질이전계약

386

미완성 발명

39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375

명목손해배상

380

물질특허

386

미활용특허

392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75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미국]

381

물품

386

민사소송절차

392

디자인출원 대상물품

375

명세서

381

물품명칭

386

민사적 구제

392

명세서 기재요건

381

물품성

387

민·형사상의 책임

392

명세서의 기재불비

381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387

모노그램 상표

381

물품의 부분

387

ㄹ

385

ㅂ

라벨

376

모양

381

미공개정보

387

라벨 라이선스

376

모인출원

382

미국 개정특허법 / 미국 발명법 [미국]

387

바이-돌 법

393

라페이-라페이주좡 사건 [중국]

376

모조품

382

미국 관세법 제337조 [미국]

387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393

로열티 스택킹

376

모출원

38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388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393

로카르노 분류

377

모티브

382

미국 대법원 판례집 [미국]

388

반려처분

393

루스 클라우스 사건 [유럽]

377

몬산토 농약발명 특허침해 사건 [유럽]

382

미국 모조상품방지소비자보호법

388

반박제도 [미국]

393

루이비통-100홀세일즈닷컴 사건 [미국]

377

무권리자

383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388

반소

394

리바이스-아베크롬비 사건 [미국]

377

무명저작물

383

미국 발명자보호법

388

반의사불벌죄

394

무방비 사용권설정

383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지 [미국]

388

반특허주의 [미국]

394

무상의 비배타적 실시권

383

미국 연방상표법 / 랜햄법 [미국]

389

발견 / 증거개시절차 [미국]

394

무성반복생식

383

미국의 약식신약허가신청

390

발명

394

ㅁ
마드리드 모니터

378

무심사주의 국가

384

미국 종합무역법

389

발명의 단일성 / 1특허출원의 원칙

395

마드리드 시스템

378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384

미국 지식재산권법 협회

389

발명의 사용

395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표장 등록

378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마드리드의정서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미국 통일법전 [미국]

389

발명의 설명

395

(WTO / TRIPs 협정)

384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389

발명의 완성 / 구체화 [미국]

395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378

무역장벽보고서

384

미국 특허심판원 [미국]

390

발명의 은폐 [미국]

395

마이크로소프트-모토롤라 사건 [미국]

379

무용저작물

384

미국 특허출원정보검색 [미국]

390

발명자

395

마쿠쉬형 청구범위기재방식

379

무효가 될 수 있는 합리적 개연성 [미국]

385

미국 특허 판례모음집 [미국]

389

발명자증

396

598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한영사전

599

발신주의

396

변론

401

본문(부)

406

불공정 무역관행

412

발행

396

변론기일

401

본안의

407

불리한 추정

412

방법청구항

396

변론주의

401

본인출원

407

불명료한 기재

412

방송

396

변론준비기일

402

볼라조항 / 볼라면제

407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412

방송권

396

변리사 / 특허변호사 [미국]

402

볼 스플라인 사건 [일본]

407

불법라벨

412

방식심사

397

변호사-고객 면책특권 /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402

부가기간

407

불법복제

412

방어상표

397

병합

402

부가도면

407

불변기간

413

방해특허

397

병합신청

402

부가적 손해배상

408

불복심판

413

배경기술

397

병행수입

402

부기등록

408

불사용 취소심판

413

배면도

397

보이스오브차이나 사건 [중국]

403

부다페스트조약

408

불수리

413

배심제

397

보정각하

403

부당이득

408

브라더 사건 [일본]

413

배타적 발행권

398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40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08

비거주자 / 재외자

414

배포권

398

보정범위

403

부당한 확장 [미국]

409

비계쟁 조항

414

버드와이저맥주 상표 사건 [유럽]

398

보정의 소급효

403

부분디자인

409

비공개시험데이터

414

벌칙

398

보조등록부 [미국]

404

부분우선권 주장 출원

409

비관세장벽

414

범 아메리카상표조약

398

보조자료 [미국]

404

부수적 금반언 [미국]

409

비교대상발명

414

범용 물품

399

보조참가

404

부수적 부분 / 부기적 부분

409

(업무상) 비밀누설죄

414

범죄수익

399

보존용 사본 / 기록원본

4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409

비밀디자인

415

법률상의

399

보존행위

404

부정경쟁행위

409

비밀디자인등록출원

415

법률심판부 [유럽]

399

보증

404

부정공개

410

비밀유지계약

415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399

보충심사 [미국]

404

부정유용행위

410

비밀유지의무

415

법정권리 포기

400

보통명칭

405

부정취득행위

410

비밀준수의무의 포기 [미국]

415

법정기간

400

보호명령 [미국]

405

부정한 목적

410

비법정 주제 [미국]

416

법정대리인

400

보호부여기술서

405

부정행위 [미국]

410

비분리원칙

416

법정손해배상

400

복권

405

부칙

410

비상업적 실시

416

법정 의견서

399

복대리인

405

부품

411

비시각적 상표

416

법정 특허 보호대상 [미국]

400

복수디자인등록출원

405

북미자유무역협정

411

비아그라 상표 사건 [유럽]

416

법정허락

400

복수유사군코드

406

분류

411

비위반 제소

417

베니스특허법

401

복제권

406

분리관찰

411

비자명성

417

베른협약(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

401

본국관청

406

분할출원

411

비전형표장

417

변경출원

401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406

불가쟁력 [미국]

411

비조약출원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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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이용된) 비중과 중요성 [미국]

417

상고

423

상표의 국제출원

429

생산방법의 추정

434

비친고죄

418

상고기각

423

상표의 대비적 관찰

429

서면심리주의

434

비 특허문헌

414

상고 / 항소 제기기간

423

상표의 부정사용

429

서면출원

434

빨간캔음료 포장디자인 사건 [중국]

418

상근변호사 [미국]

424

상표의 사용

429

서비스표

434

뽀빠이 사건 [일본]

418

상급심

424

상표의 요부

430

서열목록

434

상무부 [미국]

424

상표의 요부 관찰

429

서지정보

434

상소법원

424

상표의 유사

430

서체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비엔나협정 435

상소인

424

상표의 이격적 관찰

430

선례구속의 원칙

435

ㅅ
사노피 의약품 SPC(추가보호증명) 사건 [유럽] 419

상소취하

424

상표 전자검색 시스템 [미국]

425

선발명주의

435

사시도

419

상실된 논점 [미국]

425

상표 전자출원시스템 [미국]

425

선사용

435

사실상의

419

상업적 성공

425

상품 또는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

430

선사용권

435

사용간주 [미국]

419

상위개념

425

상품류 구분

430

선서증언 [미국]

436

사용에 의한 식별력

420

상표

426

상품분류

430

선원의 지위

436

사용증명

420

상표 견본

425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431

선의

436

사용진술서 [미국]

420

상표권의 공유

426

상품의 유사

431

선진5개국 특허청

436

사이버 스쿼팅

420

상표권의 분할

426

상품의 출처

431

선진특허분류

436

사적이용

420

상표권의 분할이전

426

상품주체혼동행위

431

선출원

436

사전상 부재 증거 [미국]

420

상표권자

426

상품형태모방행위

431

선출원의 취하

436

사전통고승인

421

상표등록의 무효

426

상품화권

432

선출원주의

437

사진복사

421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27

상호

432

선택관청

437

사진저작물

421

상표등록조약

427

상호상표

432

선택국

437

사칭통용

421

상표법

427

상호저촉특허

432

선택 [미국]

437

사해심결

42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427

상호주의

432

선택발명

437

사후적 고찰

421

상표법 조약

427

상호합의조건

432

선행기술

437

사후적으로

422

상표분야 선진5개국 협의체

428

색채고갈론

432

선행기술에 반대되는 교시

438

사후지정

422

상표사용의사

428

색채상표

433

선행기술조사

438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422

상표사용 의사의 선언

428

색채위치의 진술 [미국]

433

설명, 범례

438

산업상 이용가능성

422

상표심사지침 [미국]

428

생명공학 발명

433

설정등록

438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422

상표심사청구 전자 시스템 [미국]

428

생물다양성

433

성명표시권

438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423

상표심판항소위원회 [미국]

428

생물다양성협약

433

세계무역기구

439

산업통상자원부령

423

상표의 관념

429

생물자원

434

세계저작권협약

439

602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한영사전

603

세계지식재산권기구

440

소취하

444

승계인 / 상속인

449

실시료

45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회의

439

속기록

444

시각성

449

실시예

454, 45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상설위원회

439

속인주의

444

시리즈상표

449

실시허락권

45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439

속(屬)-종(種) 관계

444

시정권고

449

실시허락의사 등록제도

45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 439

속지주의

444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449

실시허락자

45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집행위원회

440

손상

444

시행규칙

449

실연

45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440

손실보상

444

시행령

450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세계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 글로벌 도시에

438

손해배상

445

시효

450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455

세관 당국

440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 [미국]

445

시효중단

450

실연자

456

셔먼법 [미국]

440

손해액의 인정

445

식물 신품종 보호법

450

실용신안

456

소권

440

손해액의 추정

445

식물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450

실용신안법

456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41

송달

445

식물특허

451

실용특허 [미국]

456

소급법

441

수리관청

446

식별력

451

실질적 유사성

456

소급선언 [미국]

441

수수료

446

식별력이 없는 표장

451

실체보정

457

소급일

441

수수료의 선납

446

신규사항 추가

451

실체심사

457

소급효

441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신규성

451

실효

457

소리상표

441

동물의 처치 및 진단방법

446

신규성 의제

451

심결

457

소멸시효

442

수술방법의 특허성

446

(편집저작물로서) 신문기사

452

심결의 효력

457

소멸 / 종료

441

수요자 기만

446

신속심판

452

심결취소소송

458

소송

442

수용

447

신용

452

심리방식

458

소송당사자

442

수의계약

447

신의칙

452

심리절차개시결정

458

소송대리

442

수치한정 발명

447

신지식재산권

452

심리종결

458

소송물

442

쉬링크랩 라이선스

447

신탁

453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

458

소송비용전가 [미국]

442

쉽게 실시

447

실사

453

심미성

458

소송의 본안

442

스타일을 입힌 상표

447

실손해배상원칙

453

심미적 기능성 이론

458

소송중지 [미국]

443

스토리보드

448

실시

453

심볼마크

459

소송참가인

443

스톤라이온캐피탈파트너스-

실시가능성

453

심사전치

459

소의 이익

443

라이온캐피탈엘엘피 사건 [미국]

448

실시계약

454

심사처리기간

459

소장

443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448

실시권

454

심사청구

459

소장각하명령

443

슬로건

448

실시권자

454

심판관

460

소진원칙

443

승계

448

실시권자 금반언

454

심판관의 기피

460

604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한영사전

605

심판관 합의체

459

야쿠르트 사건 [일본]

466

열람

472

외국어 국제특허출원

478

심판비용

460

약리데이터

466

영구기관

472

외국어 동등의 원칙 [미국]

478

심판비용 부담

460

약식재판 [미국]

467

영상저작물

473

외국인 직접투자

478

심판의 이익

460

약화

467

영업방법 발명

473

외국출원 허가 [미국]

479

심판장

460

양도

467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 [미국] 473

요약서

479

심판정

461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467

영업비밀

473

요지변경

479

심판제도

461

양도인

467

영업비밀보호법 [미국]

474

요지주의

479

심판참가

461

양도증서

467

영업비밀보호제도

474

용도발명

479

심판청구의 각하

461

양벌규정

467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473

우선감시대상국 [미국]

479

심판청구의 취하

462

양수인

468

영업상 신용 / 업무상 신용

474

우선권기간

480

심판청구 이유서

461

양해각서

468

영업소

474

우선권서류

480

쌍방대리

462

어문저작물

468

영업제공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474

우선권서류 교환서비스

480

업무상저작물

468

예견

475

우선권주장

업무표장

468

예고등록

475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480

업으로서 실시

469

예납제도

475

우선권주장의 포기

481

ㅇ

480, 481

아디다스 삼선상표 사건 [유럽]

463

엘리스-CLS BANK 사건 [미국]

469

예방 / 방어특허

475

우선권출원번호

481

아시아변리사협회

463

엘지-월풀 사건 [미국]

469

예비보정 [미국]

475

우선심사제도

481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463

역공탁금

469

예비적 합의서

475

우선심판

48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463

역균등론

470

예상치 못한 결과 [미국]

476

우선일

481

아이디어 탈취행위

464

역분석

470

예술적 가치

476

우선협상대상국 [미국]

482

아프리카 정부 간 지식재산권기구

464

역지급합의

470

오렌지북 [미국]

476

우측면도

482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464

역혼동

470

오아시스 / OASIS

476

우회발명

482

알고리즘

464

연결부

471

오용

476

원고

482

암시적 상표

464

연극저작물

471

오인

476

원산지 국가

482

압류

465

연대책임

47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77

원산지 명칭

482

압류물

465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미국]

471

올림푸스 사건 [일본]

477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465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471

올림픽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477

리스본협정

483

애플매장 레이아웃 상표 사건 [유럽]

465

연방항소법원 [미국]

472

옴니버스클레임

477

원산지명칭표시제도

483

애플-미무역위원회사건 [미국]

465

연속출원 [미국]

472

왁스-아마존 사건 [미국]

478

원산지허위표시행위

483

애플-삼성 사건 [미국]

466

연차기술보고서

472

외관

478

원출원

483

앤여왕법

466

연차료

472

외관관찰

478

웹호스팅

483

606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한․영

한영사전

607

위법행위

483

유전물질

490

인격권

495

임의선택표장

500

위임장

484

유전자원

490

인공지능

495

임의중재 / 비기관중재

500

위조

48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490

인용

496

입증방법

501

위조상품

484

유전자원 제공국

490

인용된 문헌

496

입증책임

501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484

유전자특허

490

인용 디자인 / 상표

495

입체상표

501

위증죄

484

유효성 추정 원칙 [미국]

490

인용심결

496

잉크 카트리지 사건 [일본]

501

위치상표

485

유효출원일

491

인적관할

496

위탁저작물

485

육면도

491

인터넷서비스제공자

496

유권해석

485

육성자

491

인터넷을 이용한 일본특허청(JPO)의

유도침해 [미국]

485

육성자의 권리

491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일본]

496

자기공지

502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486

음반

491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496

자기저촉 / 자기충돌

502

유럽공동체상표법

486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한 음반 제작자의

인텔렉츄얼벤쳐스-캐피탈원뱅크 사건 [미국] 497

자기지정

502

유럽단일특허 [유럽]

486

보호를 위한 협약

491

일괄지불

497

자동소멸

502

유럽사법재판소

486

음악저작물

492

일단 유리한 사건 [미국]

497

자연법칙

502

유럽연합상표

487

응용미술저작물

492

일단 유리한 증거

497

자연적 확장지역 [미국]

50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486

의견 [미국]

492

일본발명협회 [일본]

498

자진보정

503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485

의견서 / 답변서

492

일본지식재산협회 [일본]

498

잠수함특허

503

유럽특허기구 [유럽]

487

의사에 반한 공지

492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일본]

497

잠재적 실시권자

503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 [유럽]

487

의약의 용도발명

492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

498

잠정구제

503

유럽특허분류 / ECLA

487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493

일본특허정보기구 [일본]

498

잠정구제조치

504

유럽특허제도 [유럽]

488

이명저작물

493

일본 특허청 [일본]

498

잠정적 권리 [미국]

504

유럽특허조약 [유럽]

488

이용관계

493

일부계속출원 [미국]

499

잠정조치

504

유럽특허청 네트워크 [유럽]

488

(판결) 이유

493

일부무효

499

장식적 디자인 [미국]

504

유럽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유럽]

488

이의신청

493

일부인용

499

장치 또는 변환 테스트 / MOT 테스트

504

유럽특허청 [유럽]

488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494

일부포기

499

장치청구항

505

유사군코드

489

이의신청인

494

일사부재리

499

재결정통지서

505

유사기술

489

이익공유

494

일시적 녹음

499

재구성

505

유사성

489

이종복제

494

일시적 복제

499

재량권

505

유사표장 [미국]

489

이중특허

494

일신전속성

500

재발행 [미국]

505

유예기간

489

이해관계인

494

일실이익

500

재산권

506

유용성 / 실용성 [미국]

489

인간배아 줄기세포 사건 [유럽]

495

임상시험

500

재실시권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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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재심

506

전문기관

511

정정청구

517

종자산업법

523

재심리

506

전문심리위원

511

정지명령

517

좌측면도

523

재심사

506

전부 가거절확정통지서

512

정직의무 [미국]

517

주등록 [미국]

523

재외자

506

전시권

512

제3자 대항요건

517

주등록부 [미국]

523

재정

507

전용실시권 / 전용사용권

512

제네릭 독점권

518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방식

523

재출원 / 전환

507

전원합의체

512

제네릭의약품 / 복제약품

518

(판결의) 주문

523

재판적

507

전자서명

512

제법한정 청구항 사건 [일본]

518

주변한정주의

524

재현성 / 반복가능성

507

전자출원

512

제소기간

518

주소 / 거소

524

저면도

507

전자화

513

제약발명

518

주의의무

524

저명상표

507

전제부

513

제약특허

519

주지기술

524

저작권

508

전체 시장 가치의 법칙 [미국]

513

제이.타이크워크-트럼프 사건 [미국]

519

주지상표

524

저작권자

508

전체적 관찰

513

제작자

519

주지의 사실

524

저작물

508

전통의학

513

제정법

519

주한미국상공회의소

524

저작물의 변형

508

전통지식

51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519

주합

525

저작물의 제호

508

절대적 금지품

514

제척

519

준거법

525

저작물의 훼손행위

508

절차수계

514

제척기간

520

준불법행위

525

저작인접권

509

절차의 무효

514

제품

520

준비서면

525

저작자

509

절차의 속행

514

젭슨 타입 청구항

520

(변론) 준비절차

525

저작자의 지위

509

절차의 중단

514

조기공개

520

준용

525

저작재산권

509

절차의 중지

515

조약

520

중간체

526

저장상표

509

절차의 추후보완

515

(파리조약) 조약우선권

520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526

저촉관계

509

“정58” 식물신품종분쟁사건 [중국]

515

조어표장 / 창작표장

521

중국 국가판권국 [중국]

526

저촉심사 [미국]

510

정기간행물

515

조정

521

중국 저작권보호센터 [중국]

526

저촉표장

510

정보공개진술서 [미국]

516

조지아 사건 [일본]

521

중국 지식재산교육센터 [중국]

526

적격당사자

510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 [미국]

515

존속기간

522

중국 특허 재심위원회 / 복심위원회 [중국]

527

(권리자 또는 출원인) 적격성

510

정보기술전략계획 [미국]

516

존속기간 만료

521

중국 특허정보센터 [중국]

527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510

정보제공제도

516

존속기간 포기서 [미국]

521

중문온라인-징동 사건 [중국]

527

적법심사

511

정보제출서

516

종국판결

522

중복심판

527

적정기술

511

정정심판

516

종속발명

522

중복제소금지

527

전류지정

511

정정의 무효심판

516

종속항

522

중소기업

528

전매조례

511

정정증명서 [미국]

517

종업원

522

중심한정주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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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중용권 [미국]

528

지정국관청에서의 절차

533

착상 [미국]

539

출원

545

중의적 표현 [미국]

528

지정기간

533

참고도면

539

출원경과

545

중재

528

지정상품

534

참고인

540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545

중재인

528

지정상품 및 상품의 분류 목록

534

창작성

540

출원공개

545

중재조항

529

지정상품의 포기

534

창작표장

540

출원공고

545

증거

529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534

처분

540

출원대리인

545

증거능력

529

지정언어

534

처분권주의

540

출원데이터시트 [미국]

546

증거보전

529

직권가거절통지서

535

처분행위

540

출원등록업무

546

증거의 우월 [미국]

529

직권보정

535

천연물

541

출원료

546

증거자료

529

직권심리

535

청구금액

541

출원번호

546

증명력

530

직권심사

535

청구범위 감축

541

출원의 변경

546

증명표장

530

직권 재심사

534

청구범위 해석

541

출원의 보정

546

증분이익

530

직권주의

535

청구원인

541

출원의 취하

547

증언

530

직권통지

536

청구취지

541

출원의 포기

547

증인

530

직무발명

536

청구항 구분의 원칙

542

출원일

547

지리적 표시

531

직무발명보상

536

청구항 구성요소

542

출원일의 인정

54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530

직접금반언 [미국]

536

청산

542

출원적격

547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530

직접침해

536

청약

542

출원접수일자

548

지시평결

531

진단방법의 특허성

537

체납요금

542

출처표시

548

지식관리시스템

531

진보성

537

초상권

542

출처혼동

548

지식기반사회

531

진정상품

537

촉각상표

543

출판권

548

지식재산권

532

질권

537

최고법 규정 / 우월성 조항 [미국]

543

출판물

지식재산권 거래소

532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 조약

537

최저 실시료

543

취소

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

532

집중공격

537

최적의 실시예 [미국]

543

취소결정불복심판

549

지식재산 기본법

531

집행

538

최초 거절이유통지

543

측면도

549

지식재산실사작업

532

징벌적 손해배상

538

최초판매이론

544

치환가능성

549

지식재산전문가그룹

532

최혜국대우의 원칙

544

치환용이성의 정도

549

지역특허

533

추가개시 [미국]

544

친고죄

549

지정관청

533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544

친특허주의 [미국]

549

지정국

533

차오단 시리즈상표 사건 [중국]

539

추인

544

침해금지가처분

550

지정국관청

533

차크라바티 판결 [미국]

539

출발물질

544

침해금지청구

550

612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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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548, 549

한영사전

613

침해복제물

550

통합특허법원 [유럽]

556

특허-비즈니스 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563

침해소송

551

트레이드 드레스

557

특허상표 전자도서관 [미국]

563

침해제소 대상품

551

특별손해

557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 [미국] 563

(판결의) 파기

568

침해죄

551

특허

558

특허소송

564

파나소닉 “미용기” 디자인침해 사건 [중국]

568

침해행위

551

특허가능성

559

특허실체법조약

564

파라미터 발명

568

칭송 용어 / 표장 [미국]

551

특허결정

559

특허심사편람 [미국]

564

파라미터 발명 사건 [일본]

568

특허고객번호 / (구)출원인 코드

559

특허심사하이웨이

564

파리루트 방식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569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

557

특허심사협력센터 [중국]

564

파산선고

569

ㅋ

ㅍ

특허공보

559

특허심판

565

파생물

569

캐릭터

552

특허관리금융회사

559

특허심판원

565

파생절차 [미국]

569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552

특허관리인

559

특허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

557

파이프라인 제품

56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552

특허괴물

559

특허 우회(회피)설계

558

판결

570

케이제이코리아-헬스코리아 사건 [미국]

552

특허권

560

특허의 정정

565

판매로 인한 신규성 상실 [미국]

570

크로스라이선스 / 상호실시허락

553

특허권자

560

특허 적격성

558

판사에 의한 재판

570

크롬산납 염료 사건 [일본]

553

특허권자의 진술서 포기 [미국]

560

특허 전자도서관 [일본]

558

판정 / 지급판정

570

클래스 헤딩

553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

560

특허정보 개방서비스

565

패밀리특허

570

클린핸드의 원칙

553

특허권존속기간 조정 [미국]

560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유럽]

565

패키지 라이선스

570

킬비사건 [일본]

553

특허대리인 [미국]

561

특허정보이용자그룹

565

퍼블리시티권

570

특허독립의 원칙

561

특허증

566

페이청우라오 상표침해사건 [중국]

571

특허등록원부

561

특허청구범위

566

편집저작물 / 집합저작물

571

ㅌ

특허료

561

특허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558

평결 [미국]

571

텐센트 소리상표 인정사건 [중국]

555

특허료의 반환

561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566

평면도

571

토착지역공동체

55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61

특허청의 통지

566

폐지

571

통관

555

특허맵

562

특허출원의 회복

566

포괄 라이선스

571

통상실시권

556

특허문헌

562

특허취소신청

566

포괄라이선싱

572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

555

특허발명

562

특허침해소송

567

포괄명칭

572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555

특허발명의 불실시

562

특허표시

567

포괄위임등록

57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556

특허법원

562

특허 풀

558

포기

572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정책

556

특허법조약

562

특허협력조약

567

포기출원의 회복 [미국]

572

통일영업비밀법 [미국]

556

특허분석평가시스템

563

포대

572

통합운영관리시스템

556

특허분쟁

563

포대금반언 / 출원경과금반언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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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

573

한국특허영문초록

578

현저한 지리적 명칭

583

휴면특허

589

포함하는

573

한국특허정보원

579

현저한 효과

583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589

표면장식

573

한국특허정보조회서비스

579

현지 내 상태

584

흠결 / 무효사유 있는 특허

589

표장

573

한국 특허청

578

협의통지서

584

희석

58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574

한국특허청 전산망

579

형사소송

584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577

형상

584

비엔나협정

574

한정요구 [미국]

579

형태성

584

표절

574

한중일 심판 전문가 그룹회의

579

형평법

584

표준문자

574

합리적 로열티(실시료, 기술료)

579

형평법상 금반언 / 금반언 [미국]

585

표준필수특허

574

합성어 표장

580

혼동가능성

585

표준화기구

575

합유

580

혼동방지표시청구

585

품종보호심판위원회

575

합의의사록

580

홀로그램 상표

585

품종보호 출원

575

(심판관) 합의체

580

화상디자인

585

품질보증기능

575

항변

580

화학발명

586

프라이버시권

575

항소 / 상고

580

화해

586

프랑스 국립원산지명칭협회

575

해쉬태그 표장

581

확대국가 [유럽]

586

프로그램 전송신호

575

해외 지식재산센터

581

확대된 선원주의

586

피고

576

해적판

581

확대항고부 [유럽]

586

피 상소인

576

해치왝스만법 [미국]

581

확인대상 발명

586

피한정후견인

576

해태

581

확인의 이익

587

필수적으로 구성된

576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581

확인판결

587

행정소송

582

확장마크업언어

587

행정심판

582

확정적 권리

587

행정조사

582

환송

587

ㅎ
하나파이낸셜-하나뱅크 사건 [미국]

577

행정처분

582

회로배치설계

587

하위개념

577

허수아비 특허

582

회로용 접속부재 사건 [일본]

588

하자있는 국제출원

577

허위광고

583

(제품에 표시된) 회사마크, 제조원 마크

588

학명

577

허위 또는 기만적인 원산지표시 억제를 위한

회피

588

한국발명진흥회

578

마드리드협정

583

효력인정제도 [유럽]

588

한국저작권위원회

578

현실적 손해

583

후출원

58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78

현장검증

583

후출원자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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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unfair competition

영어로 찾기

14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

14

ACT ON THE PROTECTION OF
14

ADS(application data sheet)

19

ambush marketing

24

advance payment of fees

19

AmCham Korea(American Chamber of

adversarial system

19

Commerce in Korea)

24

adverse inference

19

amendment of application

24

advertisement function

20

amicus curie briefs

24

aesthetic impression

20

amount and substantiality

25

affidavit of continued use

20

amount in controversy

25

abandonment of application

10

NEW VARIETIES OF PLANTS

abandonment of designated goods

10

acts causing confusion

abolition

10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ABSCH(ABS Clearing-House)

10

acts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AMP-Miriud case

25

absolute contraband

10

origin by making false marks

15

doctrine of equivalents

20

analogous art

25

abstract

11

actual damage

15

affirmed decision

20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25

20

animal patent

26

15

affirmative requirements of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11

adaptation right

15

affirmed in part

abuse of right

11

addendum / supplementary provision

16

agent

20

annual fee

26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11

additional damage

16

agent / attorney for application

21

anonymous work

26

access / inspection

12

additional discovery

16

aggregation

21

anticipation

26

accused device / product

12

additional drawing

16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additional period

1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

antidissection rule

26

additional registration

17

AIA(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22

anti-patent

27

addition of new matter

16

AI(artificial intelligence)

21

anti-trust law

27

address / domicile

17

AIMS(Administration Integrated Management

AOC(A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27

22

APAA(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27

22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8

apparatus claim

28

appeal

28
28

accused invention, challenged /
challenging invention

12

ACE / IP(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12

ad hoc arbitration

15

System)

the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12

Adidas vs Shoe Branding Europe case

17

AIPA(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date

12

adjudication

17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CEPO(Administrative Council of

Association)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26

22

13

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cquired distinctiveness

13

a non-exclusive license

17

AIPN(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22

appeal against decision of rejection / refusal

a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14

adjudication of bankruptcy

18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28

action on merit / substantive examination

14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18

of Industrial Property)

23

appeal brief

action to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s

15

administrative litigation

18

algorithm

23

appeal decision on fraudulent / deceptive act 29

act of disposition

13

administrative measure

18

Alice-CLS BANK case

23

appeal to the Supreme Court

29

act of improper acquisition

13

administrative trial

18

all elements rule

23

appeal trial

29

act of infringement

13

administrative trial against cancellation

19

allowability

23

appearance

29

Act of Queen Anne

13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9

ambiguous / obscure / unclear description

24

appellant

29

acknowledge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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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te court

29

appraisal

34

authentication / notarial act

39

bibliographic data

44

appellation of origin

30

appropriate technology

34

authentic products / genuine goods

39

binding authority

44

appellee

30

arbitrary mark

35

author / creator of a work

39

binding precedent

45

APPLE-ITC case

30

arbitration

35

authorization

40

biological diversity

45

Apple lay out case

30

arbitration clause

35

authorship

40

biological resources

45

APPLE-SAMSUNG case

30

arbitrator / referee

35

author’s property right

40

biotechnology invention

45

applicable / governing law

31

arguendo

35

automatic lapse

40

blanket license

45

applicant code

31

argument

36

award

40

blocking patents

45

application

31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blurring

46

application claiming partial priorities

31

Organization)

36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31

article

36

application date /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31

article of manufacture

36

background art

application fee / filing fee

32

article property

36

application filed on same day

32

article to which the design is applied

application for cancellation(revoking) of a patent 32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32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32

application for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33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dditional
designated goods

33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onversion of

B

invention

46

41

body

46

back / rear view

41

Bolar provision / exemption

46

36

Ball spline bearing case

41

border measures

46

artistic merits

37

basic application

41

bottom view

47

artistic work

37

basic fee

42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47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37

basic fe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42

broadcasting

47

ASEM(Asia-Europe Meeting)

37

basic invention(유사어 : pioneer invention)

42

Brother case

47

asexual reproduction

37

basic registration

42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assignee / transferee

38

Bayh-Dole Act

42

BBS case

43

assignor / transferor

38

bearing of the costs of a trial

43

Budwiser Beer case

48

ATR(Annual Technical Report)

38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43

burden of proof

48

bench trial

43

business emblem

48

benefit of confirmation

43

business reputation

48

benefits from the crime

44
44

C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related design

33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ecret design

33

in Intellectual Property)

38

attachment / distraint / seizure

38

benefit-sharing

ATRI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34

47

38

33

duration of trademark rights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assignment / transference

classification of goods

application for renewal of

BM(business model / business method)

attorney-client privilege

39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pplication in paper / paper-based application 34

attorney work product

39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44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49

application number

34

attractiveness to customers

39

best mode

44

calculation of damages by court’s discretion

49

apportionment

34

auction

39

B+ Group

41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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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s

49

circumvent invention

55

color location statement

60

computer program invention

65

capacity to be a party

49

citation

55

color trademark

60

computer program works

65

category of goods

50

cited design / trademark

55

combination invention

60

conception

65

cause of action

50

cited invention

55

commercial impression

60

concurrent trademark right

65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50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56

commercial success

60

concurrent use application

66

CBMR

civil procedure

56

commissioned work

61

confidentiality agreement

66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50

civil remedy

56

commonly used art

61

confidential test data

66

cease and desist order

50

claim

56

commonly used mark

61

configuration of an article

66

central attack

51

claim construction

56

common name / generic name

61

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

66

central definition theory / central claiming system 51

claimed invention / patented invention

57

common surname or name

61

conflicting mark

67

certificate of correction

51

claim element

56

communication / transmittal

62

conflicting relationship

67

certificate of patent / letters patent

51

claim of priority

57

companion applications

62

confusion as to the source

67

certification mark

51

clarification of ambiguous statements

57

comparison by distinctive elements

62

consideration of prior art (level of technology) 67

certification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51

class heading

57

comparison by recollection of trademark

62

consisting essentially of

67

certification of original document of trade secrets 52

classification

57

comparison of feature of trademark

62

consisting of

68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52

classification of goods

57

comparison of trademark

62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68

certified translation

52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57

compensation for damages

62

constructive use

68

Chakrabarty decision

52

clinical trial

58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63

continuation application

68

challenge of trial examiner

53

closure of trial proceeding

58

compensation for loss

63

continuation of procedure

69

change in ownership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53

CNIPA

competence

63

continuing application

69

change / modification of application

53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58

competency of evidence

63

continuous right for use

69

change of substance

53

co-applicant / joint applicants

58

competent authority

63

contributory infringement

69

character

53

coined mark

58

competing application

63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haracteristic features

53

collateral estoppel

59

complaint / written accusation

63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chemical invention

54

collective mark

59

component of design

64

collective mark with geographical indication

59

composite / combined mark

59

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CIPTC)

54

collective work

choreographic work

54

collegial body of appeal examination /

54

of administrative trial

cinematographic work

CIP 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54

color depletion theory /

Circuit-connecting Member case

color monopolization(scar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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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9

59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69

64

conversion of application

69

composite works

64

co-owner

70

compound word mark

64

co-ownership

70

comprehensive name

64

co-pending application

70

comprising

64

copyright

70

compulsory license

65

copyright propri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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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 by ex officio

70

correction of certification

70

correction of patent

71

DAS(Document Access System)

corrections

71

cost of trial / appeal examination

71

Council Regulation (EC) No. 40 / 94

defensive trademark

diagrammatic work

86

deficiency in the description / lack of description 81

digital / electronic signature

86

76

de jure

78

digitization / digitalization

86

database protection

76

delay in meeting certain time limits

81

diligence

87

data exclusivity

76

demand / request for correction

81

dilution

87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76

Department of Commerce

82

Dior case

87

date of publication

77

dependenc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82

direct estoppel

87

D

81

on the Community Trade Mark

71

counterbond

71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77

dependence of right

82

direct infringement

87

counterclaim

72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begins

77

dependent claim

82

direct verdict

88

82

disclaimer

88

counterfeit goods

72

DCC case

77

dependent invention

counterfeiting

72

DDA (Doha Development Agenda)

77

deposit account

82

disclosure

88

deception of user

78

deposition

83

disclosure against the will

88

decision of patent / decision to grant a patent 78

deposit of microorganisms

82

disclosure right / right to make public

89

counterfeiting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center

72

country of origin

72

decision of refusal / rejection

78

depository institution / authority

83

discovery

89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72

decision of registration / allowance

79

derivation proceeding

83

discretionary power

89

CPCC(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 73

decision on petition

79

derivative

83

dismissal

89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72

declaration of intent to use a mark

79

derivative work

84

dismissal of appeal

89

CPIC(China Patent Information Center)

73

declaration of non-establishment of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work

84

dismissal of complaint

90

creation of technical idea

73

international search report

79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84

dismiss of petition for trial

89

criminal complaint

73

declaration that a limitation has no effect

79

description requirement

84

disposition

90

cross license / mutual license

73

declaratory judgment

79

descriptive mark

84

disqualification

90

crystal form invention

74

declination / dismissal of amendment

80

designated goods

85

distinctiveness

90

designated period

85

distribution of publication

90

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

74

Customs Administration Service

74

dedication to the public /
dedication to the public doctrine

80

designated states

86

distribution right

90

customs authority

74

deed of assignment

80

designation of entire classes

86

divided transfer of trademark right

91

customs clearance

74

de facto

78

design for a set of articles

85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

91

CWS(Committee on WIPO Standards)

74

default of registration fee

80

design / industrial design

84

division of design applications

91

cyber-squatting

75

defective patent

80

designing around a patent

86

division of trademark right

91

defendant

80

Design Protection Act

85

DOCDB

91

defense patent

81

design registration

85

doctrine of aesthetic functionality

92

design right

85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92

defens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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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rine of clean hands

92

easily practice

98

EPODOC

103

expedited appeal examination

109

doctrine of compensation for real damages

92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98

EPO (European Patent Office)

103

expiration of duration

109

doctrine of disposition right

92

economically relevant relationship

98

EPOQUE Net

103

ex post facto

108

doctrine of equivalents

93

EEA(Ecomonic Espionage Act)

98

equitable estoppel / estoppel

103

ex post facto law

108

doctrine of exhaustion

93

effective filling date

99

equity law

104

expropriation

109

doctrine of foreign equivalents

93

effect of exclusion of registration

99

esp@cenet

104

extension of patent terms /

estoppel

104

patent term extension(PTE)

110

extension states

110

doctrine of precedent / doctrine of stare decisis 93

effect of extinguishment of

DO (designated office)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91

99

ESTTA(Electronic System for

99

Trademark Trial and Appeals)

99

EUIPO

104

domain name

93

effect of trial decision

domestic(internal) priority

94

EFS-Web(Electronic Filing System –Web)

dormant patent

94

EFW(Electronic File Wrapper)

100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05

double entendre

94

elected states

100

European Classification

105

double patenting

94

election

100

European Commission

105

fair use

111

drawing

94

electronic application

100

European Patent Organization(EPOrg)

105

false indications

111

DSB (Dispute Settlement Body)

95

element

100

European Patent System

105

family of marks

111

DTSA(Defend Trade Secrets Act)

95

embodiment

100

European Unitary Patents

106

famous mark

111

due date

95

empirical rule

100

EUTM(European Union of Trade Mark)

106

fanciful mark

112

due diligence

95

employee

101

evidence

106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112

duplicative trial

96

employee invention

101

evidence of actual use

106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112

Du Pont v. Christopher case

95

enablement / operability

101

evidential material

107

fee shifting

112

duration

96

en banc

101

examination for regularity

108

figurative mark

112

dur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96

enforcement

101

exception of public disclosure

108

figure code

112

duty of candor

96

enforcement Degree

101

exclusive licence

108

FILA case

113

duty of care

96

enforcement regulation

102

exclusive publication

109

file wrapper

113

duty of disclosure

96

Enlarged Board of Appeals

102

ex officio examination

107

file wrapper estoppel /

duty to maintain secrecy

97

enlarged concept of novelty

102

ex officio principle / inquisitorial system

107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113

dynamic GUI

97

Entire Market Value Rule

102

ex officio reexamination

107

final decision / judgment

113

entitl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102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107

first sale doctrine

113

EO (elected office)

102

ex parte reexamination

107

first-to-file system / rule

113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103

ex parte trial / ex parte appeal proceeding

108

first-to-invent system / rule

114

ephemeral recording / fixation

103

expedited /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109

fixation

114

E
early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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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filing license

114

formality examination

114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115

FRAND(Fair, Re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H

indirect infringement

125

international application of trademark

indistinctive mark

12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HANNA financial-HANA BANK case

120

individual fe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125

hashtag mark

120

inducement infringement

125

industrial applicability

130

Broadcasting Organizations

130

125

international exhaustion

131
131

license

115

fraud

115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120

inequitable conduct

126

international fee

functionality

115

hindsight reconstruction

120

infringement lawsuit

126

internationally registered basic trademark rights 133

hologram mark

121

infringing coping

126

international phase

131

house mark

121

Ink cartridge case

126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131

G

Hatch-Waxman Act(Drug Price Competition

GCCPO(Gulf Cooperation Council Patent Office) 116

I

generic drugs

116

generic exclusivity

116

IB(International Bureau)

genetic material

116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genetic resources

116

Assigned Names and Numbers)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117
117

geographical indication

117

GEORGIA case

117

Global Dossier

118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131

Center)

international publication

132

international register

132

126

INPIT(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122

122

Information and Training)

127

in-situ conditions

127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marks under the madrid system

132

127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132

127

international search

132

122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identification number

12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127

international search document

133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case

133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127
INTELLECTUAL Ventures-CAPITAL ONE case 128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using the
Paris route
133

intentional infringement

128

Inter parties litigation

intent to use a trademark

128

inter parties trial / inter parte appeal proceeding 128

interchangeability

129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patent claim

134

interested person / party

129

interruption of a procedure

134

interests in litigation

129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134

interests of trial / appeal

129

intervener

134

interference

129

intervening right

134

interim order

129

intervention as a party

134

intermediate product

130

intervention for assistance /

Committee)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122
123

IIPTI(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123

imitation of product shape

123

improvement / use relationship

123

inalienability

123

incomplete invention

123

good faith

118

good will

118

grace period

118

Graham test

118

Grant Back

119

incontestability

124

graphic user interface (GUI)

119

incremental profit

124

ground

119

indication of product

124

group of inventions

119

indic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124

international application

130

indirect damage

124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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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intervention to assist one of parties

135

intervention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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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ation of procedure

135

irregular international application

140

Jung58 new varieties of plant case

145

lack of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151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135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141

Jungmun online case

145

Lafite case

151

invariable period

135

ISO20000

141

junior party

146

laid-open gazette

152

invention

135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

141

jurisdiction

146

laid-open number / publication number

152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136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41

jury

146

Lanham Act

152

invention disclosed in a publication

136

lapse

152

invention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136

laudatory terms / mark

152

invention of improvement

136

law of nature

153

invention of use / use invention

136

JAPIO(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142

KIIP(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147

laying-open of application

153

inventive step

136

JEGTA(JPO-KIPO-CNIPA Joint

Kilby Case

layout design

153

inventor

137

Experts Group for Trial and Appeal)

142

KIPA(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147

Lead chrome pigment case

153

inventor-initiated disclosure

137

Jepson-type claim

142

KIPI(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147

leasing

153

inventors certificates

137

JIPA(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143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48

left side view

154

IP5(Intellectual Property 5)

138

Jlll(Japan Institute of Invention and Innovation) 143

KIPOnet

148

legal binding force

154

IP-Biz Hanaro

138

joint action / co-litigation

143

KIPRIS-PLUS

148

Legal Board of Appeal

154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38

joint appeal trial

143

KJ KOREA-HEALTH KOREA case

148

legal capacity

154

IPC-subdivision symbol

139

joint application

143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148

legal representative

154

IP-DESK

139

joint authorship

143

knock-off

149

legends

154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139

joint inventor / co-inventor

144

know-how contract

149

LES(Licensing Executive Society) International 155

IP due diligence

137

joint ownership of trademark right

144

knowledge based society

149

letter mark / word mark

155

joint penal provision

144

Korea Copyright Commission

149

letter of intent

155
155

IPEG(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perts Group) 139

J

K

IP financing

137

IPLCs(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139

Property Rights in Signs, on the Internet

IP Market

138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visions on

IP-Market

139

the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144

IP-NAVI

140

joint responsibility

145

IPR(Inter Partes Reexamination)

140

joint work / work of joint authorship

145

IPR(Inter Partes Review)

140

JPO(Japan Patent Office)

145

label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40

J. Tiekwork-TRUMP case

142

IP S&LB(Sale&License Back) investment

138

judicial notice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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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visions on

KPAA(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149

level of obviousness of replacement

the Protection of Marks, and Other Industrial

KPA(Korea Patent Abstract)

149

LEVIS-Abercrombie case

155

K-PION

150

LG-Walpool case

155

KSR case

150

license

156

license agreement / contract

156

licensee

156

licensee estoppel

156

151

license fee(유사어 : royalty)

156

label license

151

licensor

157

laches

151

likelihood of confusion

157

144

L

영한사전

631

like product
limitation on damage

157

Madrid Protocol(Protocol relating to

157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MICROSOFT-MOTOROLA case

167

musical work

173

minimum royalty

167

mutatis mutandis

173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62

misappropriated application

168

158

Madrid system

163

misappropriation

168

158

main decision of judgment

163

misappropriation of idea

168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maintenance fees

163

misconduct

168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74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march-in right

163

misleading

168

Nagoya Protocal(Nagoya Protocol on Access

mark

163

misleading advertising

169

and Benefit Sharing)

list of designated goods and the class of goods 158

mark indicating goods or business

163

misuse

169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literal infringement

158

marking of patent

164

mode

169

the Olympic Symbol

174

literary work

158

markman hearing

164

mono claim system / single claim system

169

naked licensing

174

litigant / party

159

Markush claim

164

monogram mark

169

national exhaustion

174

litigation

159

MAT(Mutually Agreed Terms)

164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169

nationality principle

175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159

limitations

157

line that does not constitute a design
liquidation

Registration

158

N

174

meaning of trademark

164

monopoly

169

national phase

175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means for solving problems

164

Monsanto vs Stauffer Chemical case

170

national treatment

175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159

means of proof

165

moral rights

170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175

Locarno classification

159

means-plus function claim

165

motion mark / movement mark

170

NCAC(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Loose Klaus case

160

mediation

165

motive

171

China)

175

LOR(license of right)

160

member state

165

MOT Test(Machine-or-Transformation Test) 170

negative dictionary evidence

176

lost count

160

merchandising right

165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neg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176

lost profits

160

merger

165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171

negligence

176

Louis Vuitton-100WHOLESALES case

160

merits of lawsuit

166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171

negotiated contract

176

lump sum

161

Meriyasu Knitting Machine case

166

multinational filing system

171

neighboring rights / related rights

176

metatags

166

multiple articles

172

NewBalance design case

177

method of hearing

166

multiple claim system

172

newly emerging IPRs

177

new round negotiation

177

M

171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multiple class application /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s well as

combined class application

172

diagnostic methods

166

newspapers

177

Registration of Marks

multiple dependent claim

172

new trial

177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167

multiple designs application

172

NIAO(National Institute of Appellation of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1891) 162

microorganism deposit system

167

multiplicity of claims

172

Origin and Quality)

Madrid Monitor

microorganism invention

167

Multitimemachine-AMAZON case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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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Agreement(Concerning the International

notification of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182

OECD(Organization for

opponent

192

notification of further decision

182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87

opposition

193

notification of irregularities

182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188

opposition for registration of

Purpose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178

nominal damages

178

notification of 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s 183

offense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188

a partially-examined design

193

nominal working

178

notification of request for agreement

183

offense of divulging secrets

188

oral argument / pleading

193

non-acceptance / refusal of receipt

178

NOTILUS-BIOSIG case

183

offense of infringement

188

oral hearing

193

non-commercial working

178

Novartis vs Actavis case

183

offense of perjury

188

Orange book

193

non-contestability / incontestability clause

179

novelty

184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189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on-convention application

179

NPE(non-practice entity)

184

offer

189

Trade, Industry and Energy

194

non-examination countries

179

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189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ical field

194

non-exclusive license

179

foreign trade barriers)

office action

189

organic combination of elements

194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179

NTIS(National Science &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189

original application

194

office of origin

189

originality

194

Nucleotide and / or amino acid sequence listings 184

official documentation

190

origin of wines or spirits

194

nonexclusive license due to working before

184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179

184

non-extinguishment of power of attorney

180

nuisance patent

185

official fee

190

ornamental design

195

non-final notice for rejection

180

null and void

185

Official Gazette

190

other types of reproduction

195

official interpretation

190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non-infringement violation /
non-violation complaint

180

non-obviousness

180

non-patent literature

180

non-resident

180

non-statutory subject matter

181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non-tariff barriers

181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non-traditional mark

181

objection

non-visual mark

181

non-working of patent

181

181

notice duration for refusal of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notice of preappointed date of closure of

O

official seals and signs indicating supervision

OAPI(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Intellectuelle)

186

or certification

190

off-shore assembly

190

Strategy

195

overall appearance of business place

195

P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190

186

Olympus case

191

package license

196

186

omission of views

191

package licensing

196

objective observation

187

omnibus claim

191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196

object of lawsuit

186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191

Pan American Trademark Convention

196

obligation to preserve confidentiality /
confidentiality obligation

online service provider

192

Panasonic design case

196

187

on sale bar

192

panel (of trial examiner)

197

obligatory rule

187

on-site investigation(inspection)

192

paper patent

197

trial proceeding

182

observation in entirety

187

on the merit

192

paper publication

197

notification by ex officio

182

observation of appearance

187

OPD(One Portal Dossier)

192

parallel import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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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vention

197

patent family

201

penal / criminal action

207

PIC(Prior Informed Consent)

212

Parameter patent case

197

patent fee

202

penal detention

208

pipeline products

212

Parapragph IV Certification

198

patent for computer readable media

202

penal provision

208

piracy

212

parent application

198

patent for genetic engineering

202

pendency period

208

piratical edition

213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atent gazette

202

pending application

208

PIUG(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Inc.)

213

Industrial Property

198

patent infringement lawsuit

202

performance

208

place of business

213

Paris Convention priority right

198

patent litigation

202

performer

208

plagiarism

213

parol evidence rule

198

patent map

203

performing right

208

plaintiff

213

partial abandonment

199

patent owner / patentee

203

periodical

209

plaintiff’s demand / purport of claim

213

patent pool

203

period of an action

209

plaintiff’s exhibit

213

partial change in ownership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199

Patent reexamination board of CNIPA

203

period of filing appeal

209

plane view

214

partial design / portion design

199

patent register

203

peripheral claiming system

209

plant breeder

214

partial invalidation

199

patent right

203

perpetual motion machine

209

plant breeder’s rights

214

partnership-ownership

199

patent term adjustment(PTA)

204

personal jurisdiction

210

plant patent

214

part of an article

199

patent tie-ins

204

personal service

210

plant variety protection tribunal

214

parts / components

199

patent trial

204

person of ordinary knowledge

pleading

214

210

pledge

214

210

PLT(Patent Law Treaty)

215

passing / palming off

200

patent troll

204

in the technical field

patent

200

PatNet

205

perspective view

patentability

204

PATOLIS(Patent On-line Information System) 205

petition for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210

plural similar group code

215

patentability of diagnostic method

205

pattern

205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

206

provision disposition

POPEYE case

215

210

position mark

215

205

PBP Product-by-process claim case

200

PCT CS&E(PCT Collaborative Search &

PFC(Priority Foreign Country)

211

posit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215

patent agent

200

Examination)

206

PGR(Post-Grant Review)

211

power of attorney

216

patent assignor estoppel

200

PCT minimum documentation

206

phantom element

211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216

patent attorney

200

PCT patent application in foreign language 206

pharmaceutical invention

211

preamble

216

Patent Court of Korea

20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206

pharmaceutical patent

211

Pre-Grant Publication

216

patent dispute

201

PCT route

207

pharmacological data

211

preliminary amendment

216

patent document / documentation

201

PCT-SAFE(Secure Applications Filed

PHOENIX

212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216

Patent-Drug Approval Linkage

205

Electronically)

207

phonogram

212

preparatory documents, brief

217

patent eligibility

201

PDX(Priority document eXchange)

207

photocopy

212

preparatory procedure

217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center

201

Peichungurao case

207

photographic work

212

preponderence of evidence

217

patentability of medical operation
patent administrator

636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영․한

영한사전

637

prescribed language

217

priority application number

223

protective order

227

punitive damages

233

prescribed language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217

priority claim

223

provisional application

228

PWL(Priority Watch List)

233

prescription

217

priority date

223

provisional execution

228

preservation

218

priority documents

223

provisional measure

228

preservation of evidence

218

priority period

223

provisional refusal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218

prior (previous) application

222

provisional refusal based on an opposition

229

QIAODAN case

234

presiding trial judge

218

prior right effect

222

provisional registration

229

presump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218

prior use

222

provisional remedy

229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234

presumption of negligence

218

privacy right

224

provisional rights

229

quality assurance

234

presumption of novelty / novelty grace

218

private use

224

provisional seizure

229

quasi incompetent person

234

presump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219

privity of contract

224

provision of information

228

quasi tort

234

presumption of validity

219

probability

224

Provisions on Trademark License

229

pretrial / preparatory hearing

219

Problem-Solution Approach

224

pseudo mark

230

prima facie case

219

procedures in international bureau

224

pseudonymous work

230

prima facie evidence

219

procedures in the office of designated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230

principal design

220

contracting parties

225

Q

228, 229

PTDL(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230

principal register

220

procedures in the office of origin

225

publication

232

principal registration

220

process claim

225

publication of applications

232

principle of arrival

220

producer

225

publication of registration

232

principle of documentary proceeding

220

product-by-process type claim

225

publication right

232

principle of exclusion of prior art

220

program-carrying signal

225

public domain

230

principle of good faith

220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226

public exhibition right

230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221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226

publicity right(right of publicity)

232

principle of patent independence

221

prominent part

226

public lending right

231

principle of problem solution

221

pro-patent

226

publicly known

principle of reciprocity

221

proper parties

227

principle of registration

221

proprietary interest

principle of territoriality

222

printed publication

R
ratification

235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235

reasonable royalty

235

recogni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235

recommendations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235
reconsideration by examiner before trial,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236

reconstruction

236

record copy

236

Red Drink-Can Design case

236

233

redress / remedy

237

publicly worked invention

233

reduction to practice

237

227

public order and morality

231

reexamination

237

pro-se application

227

public performance

231

reference cited

237

222

prosecution

227

public transmission right

231

reference view

237

prior art

222

prosecution history

227

public use

231

refrainment / recusal

238

prior art search

222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227

publish

233

refund of patent fee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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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patent

238

request for examination

243

right of portrait

248

Seed Industry Act

253

register

238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243

right side view

248

seized objects

254

registered title holder

238

request for investigation of public us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249

selection invention

254

registration

238

request to make an indication to prevent

right to broadcast

248

self-collision

254

238

the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self-designation

254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right

243

243

right to claim to compensation

registration for public announcement

239

requirement for setting up against third party 243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registration of a partially-examined design

239

requirements for restriction

right to indicate author’s name

249

sending theory / dispatch theory /

registration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239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244

right to the integrity

249

mail-box theory

254

registration of renewal /

244

248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right 254

res judicata

244

ROD(Record Of Discussion)

249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255

renewal registration of duration

239

re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

244

RO(Receiving Office)

249

sequence listing

255

reissue

239

responsibility for results

244

royalty stacking

249

series marks

255

rejection

240

restoration of patent application

245

ruling

250

service by notification

255

related application

240

restoration of right

245

running royalty

250

service mark

255

related design system

240

restriction of claim

245

set of six views

255

relevant witness

240

resumption

245

settlement

256

remand

240

retrial

245

shape

256

remark

240

retroacted date

245

S.Ct(Supreme Court Reporter)

251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of

renewal fee

240

retroactive effect

246

sample / specimen

251

the relevant article

256

renewal of dur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241

retroactivity of amendment

246

Sandman vs Panasonic UK & Matsushita case 251

Shared-battery case

256

rental right / right to distribute by rent

241

retroactivity of invalidity

246

Sanofi vs Actavis case

251

Sherman Act

256

renunciation

241

return

246

scarecrow patent

252

shop right

256

replacement

241

reverse confusion

246

scientific name

252

shrink-wrap license

257

replacement / change of agent

241

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247

scientific principle

252

side view

257

reply brief

242

reverse engineering

247

scope of amendment

252

significant effect

257

representation activities

242

reverse payment settlements /

secondary considerations

252

similar group code

257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242

pay-for-delay settlement

247

secondary meaning

253

similarity

257

representation of lawsuit

242

reverse / quash

246

secondary references

253

similarity of design

257

representative

242

revival of abandoned application

247

second examination

252

similarity of goods

258

reproducibility

242

revocation

247

secret design

253

similarity of marks

258

reproduction right

242

right holder

248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253

simple and readily available mark

258

request for an expert opinion

243

right of action

248

sectional view

253

single means claim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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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P(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Plan) 258

statute law

263

substantial change of claim

268

technical idea

273

slogan

statute of limitations

263

substantial similarity

268

technical or business idea

273

statute of monopolies

263

substantive amendment

268

temporary relief

274

statute of repose / period of exclusion

263

substitute

268

temporary reproduction

274

SMART3(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statutory damages

264

substitute application

269

Tencent sound-mark case

274

patent Technology)

259

statutory disclaimer

264

successor

269

terminal disclaimer

274

smell depletion rule

259

statutory license

264

suggestive mark

269

termination

274

smell mark / olfactory mark / scent mark

259

statutory period

264

sui generis

269

term of protection

274

SNQP(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259

statutory subject matter

264

summary judgment

269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275

sole application

260

stay of proceedings

264

superordinate concept

269

testimony

275

sole-non-exclusive license

260

stenographic records

265

supplemental examination

270

texture mark / touch mark

275

sound mark

260

STLT(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supplemental portion

270

theatrical work

275

source indicator

260

Trademark)

265

supplemental register

270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275

source of goods

260

STONELION CAPITAL-LION CAPITAL case

265

suppression of invention

270

The Voice of China case

275

special 301 report

260

storing mark

265

supremacy clause

270

three-dimensional mark

276

special damages

260

storyboard

265

surcharge

270

three-step test

276

specialized agency / specialized institution

261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surface ornamentation

271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search

276

specification / description

261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971

266

suspension of procedures

271

title of work

276

specimen of trademark

261

Strategic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266

swearing behind

271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276

SPLT(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261

strong patent

266

symbol mark

271

TLT(Trademark Law Treaty)

277

SSO(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261

stylized mark

266

synergism

271

TM5(Trade Mark 5)

277

staff attorney

262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search

266

standard characters

262

sub-license

266

standing

262

submarine patent

266

staple article

262

subordinate concept

267

starting material

262

statement for oral hearing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258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small business / small entity

259

TMEP(Trademark Manual of

T

Examining Procedure)

277

token use

277

takeover of procedure

272

TPMs(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277

sub-representative / common representative 267

tarnishment

272

trade dress

278

262

subrogation

teach away

272

trademark

278

262

subsequent application / later filing application 267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272

Trademark Act

278

267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

267

technical advisor

273

trademark against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

provisional refusal

263

subsequent designation

267

technical examiner

273

scandalous trademark

statement of use

263

substance patent

268

technical explanatory session

273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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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composed of a trade name /

trial rulings / decision

283

unexpected results

business name

279

trial system

283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mark owner

279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284

Trade Secret Protection Act

288

validation system

294

trade name / business name

278

trial to invalidate corrections

284

unfair profits / unjust enrichment

288

Venetian Patent Law

294

trade secret

278

Tri-partite test

284

unfair trade practices

288

venue

294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278

triple damages / treble damages

284

unfair use of trademark

289

verdict

294

traditional knowledge

279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Unitary Patent Division

289

vested interest

294

traditional medicine

27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84

Unitary Patent Package

289

Viagra case

294

transfer of right

280

TRT (Trademark Registration Treaty)

284

unity of invention / single patent application 289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280

trust

285

unjustifiable disclosure

289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295

transformation

280

TSM(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 285

unlawful purposes

290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ransformation of work

280

TTAB(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285

unpatentable Inventions

290

Type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295

transient person / overseas residents

280

typeface

285

unpublished work

290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295

transition

281

UPC(Unified Patent Court )

290

visibility

295

transitional / dynamic design

280

voluntary amendment

295

transitional measure / transitional provision

281

translation for national phase

281

U.S.C.A.(U. S. Court of Appeals)

286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ruling

281

U.S.C.(United States Code)

286

traverse

281

U.S.L.Ed.

286

treaty

282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U

UPOV Convention(Union pour la Protection

U.S.P.Q.(United States Patents Quarterly)

286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286

UDRP(Uniform Domain Name

282

Dispute Resolution Policy)

287

trial date / date for pleading

282

unauthorized label

287

trial examiner / administrative judge

282

unauthorized reproduction / illegal copy

287

UN / CEFACT(United Nations Center for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d trademark
non-use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287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283

undisclosed information

287

trial for corrections

283

undue breadth

287

trial for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283

unenforceability

287

trial on invalidity

283

unentitled person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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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Obtentions Vegetables Convention /

282

trial court

28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290

upper instance / higher instance

291

URP(Rules relating to Unitary Patent Protection) 291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291

use of a trademark

291

use of invention

291

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92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92
utility

292

utility model

292

Utility Model Act

292

utility patent

293

UTSA(Uniform Trade Secrets Act)

293

W
waiver of a claim to priority

297

waiver of confidentiality

297

waiver of patent owner’s statement

297

warning letter

297

warrant of permission of expert opinion

297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297

warranty

298

Wax-AMAZON case

298

WCT(WIPO Copyright Treaty)

298

web hosting

298

weight of evidence

298

well-known art

299

well-known mark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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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 licensee

299

WPPT

WIPO Academy

299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304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299

written argument / written reply

304

WIPO Awards Program

300

written opinion

304

WIPO Conference

300

written statement of Appraisal

304

WIPO Coordination Committee

300

written submission of information

304

WIPO Executive Committee

300

WTO(World Trade Organization)

304

WIPO General Assembly

300

X

WIPO IGC(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300

WIPO Joint Resolution

301

XML4IP

305

XML(eXtensive Markup Language)

305

WIPO notification date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301

WIPO standing committees

301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99
withdrawal of action

301

withdrawal of appeal

301

withdrawal of application

301

withdrawal of earlier application

302

withdrawal of petitions for Trial

302

witness

302

WL(Watch List)

302

working as business /
practice for business purpose

303

working / practice / use

303

work made for hire

302

work of applied art

303

work of architecture

303

works

303

workshop modification / simple change of design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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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akult bottle case

306

Z
zone of natural expansion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