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통일화에 대한 세계동향

의의1.

일반적으로 특허법은 속지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나라의 특,

허법에 따라 절차 형식적인 면과 실체적인 면 등이 결정되어 진( )

다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날 발명은 유일한 것이라면서 각 나라. ,

마다의 특허법에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나라마다 국력의?

차이도 있고 제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는 특허법이 통일화된다면 시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바

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즉 특허출원 절차와 특허요건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특허취

득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동일 발명에 대한 각국의 특허성

판단을 일치하자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발명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

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간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

다.



논의 경과2.

년 이후 년까지 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1) '86 90 8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

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2) ‘ 년 이후 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실체적95 WIPO

사항을 제외하고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년 월 특허제도의 절차적 통일화를 위한 특허법조약2000 6

이 타결됨(Patent Law Treaty, PLT)

월 이후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통일화 논의 재개(3) 2000, 11

하였고 가 작성한 특허실체법조약안, WIPO (Draft

을 기초로 차례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3

국제 전문가회의 개최

특허법 조약3. (PLT)

각국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일관,

되며 간소한 특허 절차를 제공함에 있다.



출원일 설정 요건의 완화∙

출원서식의 국제적 표준화 및 기재요건 완화∙

∙ 체약국은 전자출원 선택가능100% (2005. 6. 이후2 )

실수에 의한 권리의 상실 방지 등∙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주관으로 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WIPO) ‘85

통일화 논의는 년 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2000 6

조약 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Patent Law Treaty, PLT)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특허요건( )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Law Treaty, SPLT) .

특허실체법 조약4. (SPLT)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절차에 대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통일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선출원주의-

명세서의 내용 보정 및 정정- ,

선행기술 비서면 정보 포함 및 신규성 의제- ( )

특허요건 특허대상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 , , )

청구범위 및 보호범위 등-



그 동안 통일화 논의의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미국이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

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법.

상설 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가 특허실체법 통일화를 지체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국의 발명가단체에 대하여 선발명주의

포기를 위한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수차 밝힌

바 있다.

향후계획5.

특허청은 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2004

고 년경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계2005

획이며 이는 잦은 법개정 및 전산시스템수정에 따르는 인력 및 예,

산의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청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특허청과, 산업

계 변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기획단을, , 발

족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특허법 개정 전산시스템, , ,

구축 및 대외홍보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