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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에서 지적재산권법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즉 총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순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 처음 쓰인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강제로 

이식된 것인데, 채권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 혼동을 초래하여 적절치 않다. 그 다음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부득이 한국 지적재산권법 

전체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던 시점에 미국의 강한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

경 이후 특허청의 주도로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총칭이 정착되었고 이것은 지금

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총칭이다. 그런데 2011년에 발효된 이른바 지식재산

기본법은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지적재산권의 물권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에 존재하는 전용실

시권․전용사용권의 존재 등을 누락한 흠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보호대상

들을 거의 빠짐없이 포섭한 반면 무형(無形)의 지적세계에서는 민법의 현실세계와 

달리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은 새로

운 ‘지식재산권’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지나치게 자주 총칭이 변경됨으로써 특히 지적재산권법 외부인들에게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여 왔다는 점을 이 글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입법․사법

에서의 오류 등을 찾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에 위 4가지 용

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칭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이 글이 인용한 한국의 문헌들 중 오래된 것들은 한자(漢子) 제목인 경우가 

많았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글전용 원칙 하에서 혼돈스러울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였고, 일부 한자병기는 강조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 등장하는 여러 

학자․법조인․실무가에 대한 존칭은 모두 생략하였다. 이 글은 사실 ‘한국 지적재산

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개인적 의문으로 오래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작했던 

결과물의 전반부이다. 나머지 글은, 동일인이 연달아 투고하기 어려운 한국 법학 학술

지들의 관행상,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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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변경은 후학이나 다른 전공자들이 효율적으로 선행문헌을 찾는 것조차 저해하고 

있다. 총칭이란 우리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이 전체 법체계

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식별하는 지침이다.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다면 위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며 앞서 본 각 용어의 비교적 사소

한 흠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그 이익을 쉽게 초과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들어 ‘지적재산

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으로 총칭변경을 하자는 일본이나 국내의 견해는 부당

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권리개념에 관한 민법 일반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물권적 권리에 국한한다는 확고한 관행이 없었기 때문

이다. 덧붙여 미국 지적재산권법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만 칭하여 굳이 권리

(right)란 문구를 부가하지 않지만 한국의 민사법에서의 논리체계나 관행은 상이하므로 

‘지적재산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이라고 칭함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

유로든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을 차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극도로 지양하여야 한다. 

주제어: 무체재산권법, 지적소유권법,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지적재산법, 저작권, 

특허권, 지식재산기본법 

I. 서  론

지적재산권법1)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기세로 확장되어 온 까닭에 그 안에 종사

하는 거의 대부분 이들은 현재 새로 펼쳐진 지적재산권법 영역의 세부적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필자도 

공감한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지적재산권법에 관해 개략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들, 

가령 장차 여기에 입문하고자 탐색하는 이들 혹은 다른 법 분야에 종사하며 인접

분야로서의 지적재산권법을 살피고자 하는 이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의 

연구 필요성도 존재함을 느껴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한국 지적

재산권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아는 데 한국에서 이미 

생산된 훌륭한 교과서류와 다수의 논문보다 더 좋은 자료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교과서와 논문에는 고도로 정련(精練)된 법적 논의를 담고 있을 뿐 실제 외부인이 

1) 후술하는 대로 2011. 7. 20. 발효된 ‘지식재산 기본법’은 기존에 널리 쓰이던 ‘지적재산권’

이란 용어 대신 새로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강제하고 있으나 이 글의 편의상 독자

들에게 더 익숙한 전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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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하는 또 다른 부분, 현실공간에서 한국 지적재산권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외국의 그것이 아니라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독특한 모습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가령 지적재산권법을 한국에서 어떻게 

호칭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도 그에 속한다.

장래에 한국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할 입문자(入門者)나 지적재산권법 이외 법률 

분야의 종사자들, 혹은 법률에 문외한 이들이 알기를 원하거나 장차 다루려는 대

상이 ‘무체재산권법(無體財産權法)’, ‘지적소유권법(知的所有權法)’, ‘지적재산권법

(知的財産權法)’, 그리고 ‘지식재산권법(知識財産權法)’ 중 과연 어느 것인가? 아쉽

게도 지적재산권법 분야는 한국에서의 비교적 짧은 역사에 불구하고 그 총칭마저도 

그간 여러 번 바뀌어 왔다.2)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사실은 위와 같이 4개나 

되는 총칭 용어가, 혹자의 그때그때 선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게 병존(竝存)하였던 

지엽적인 용어들이 아니라, 모두 각각의 특정 시점에서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지칭하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였거나 공식적 용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무체재산권’에서 시작하여 ‘지식재산권’에까지 순차로 이행하며 벌어진 총칭 

용어 관련한 논쟁 혹은 ‘공업소유권법’이란 용어에서 현재 ‘산업재산권법’이란 용

어로 바뀌며 벌어진 논쟁3)은,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확고한 경우 사실 전혀 부질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일 수도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설령 더 좋은 법리를 담고 있더라도 향후에는 절대 용어변경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이 글 말미의 큰 결론이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적재

산권법 영역에서는 현재 이런 합의가 계속 혼란스런 상황에 있다. 가령 2011. 5. 19.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그 취지상,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으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강제하면서 다른 법률

2) 독립된 법 영역으로 인정받는 여러 법률 분야 중 그 총칭 자체가 변경된 예는 한국에

서도 극히 드물다. 경제법 분야에서 ‘독점규제법’ 혹은 ‘공정거래법’이란 호칭이 엇갈

리는 용례가 보이지만 이것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일괄 변경된 예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의 예를 제외하면, 종래 ‘섭외사법(涉外私法)’이던 

명칭이 2001년 법률 명칭의 변경에 따라 ‘국제사법’으로 바뀐 예가 거의 유일한 듯하다.
3) 특허․저작권․상표라는 지적재산권 3대 분야 중 저작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총칭

하는 용어로 과거에는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그러다가, 1990년 

2월경 행정부(특허청)의 주도로 새롭게 ‘산업재산권’으로 용어변경이 제창되었고(이는 

정진섭,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용어에 대한 이견”, 법률신문, 1989호, 법률신문사, 

1990. 12. 참조) 1993. 12. 특허법 개정 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런 변경은 단 1회에 그쳐, 3번의 변경을 거친 지적재산권 총칭과 달리 큰 혼란을 초래한 

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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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등장하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용어를 모두 새로운 용어로 바꾸었지만,4) 놀

랍게도 아직 한국의 현행법에는 ‘지식재산권’은 물론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까지 총 4가지의 총칭 모두가 떳떳하게5) 혹은 숨어서6)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적절히 총칭(總稱)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다루는 대

상의 전체 모습을 새삼 정확하게 다시 포착할 수도 있으므로, 총칭 문제는 지적재

산권의 세부 이슈들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정리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쟁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3가지의 세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첫째, 무엇

보다 지적재산권법 총칭의 잦은 변경이 우리에게 초래한 혼란을 입법․사법․학계

의 구체적 예까지 찾아가며 실증적(實證的)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에 다시 한 번 

총칭을 바꾸고자 시도하는 이가 등장할 경우 그에게 왜 그런 변경에 지극히 신중

하여야 하는지를 말해줄 거울로 삼고자 한다.7) 둘째, 위와 같은 실증적 고찰을 통

하여 한국의 현행법 곳곳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법 총칭 용어의 불일치를 장차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총칭으로 쓰이는 용어가 해방 무렵 ‘무체재산권’에서 출발

하여 지금의 용어까지 변경된 과정을 연혁적(沿革的)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사실을 독자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처음

에는 일본법을 통해 간접 수입한 독일법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였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갑자기 급증한 미국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 한국 

4) 지식재산기본법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총22개 기존 법률들에 

등장하는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모두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취지에 맞추어 위 법률들의 관련 문구가 모두 같은 날 개정되었다.  
5) 후술하듯이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공정거래법 제59조 등 여러 법률에, ‘지적재산권’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에,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는 

지식재산기본법을 비롯한 다수 법률에 각각 병존하고 있다. 
6)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조약인 ‘세계지적

소유권기구 설립협약’에 총칭으로 직접 등장하고, 덧붙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4호 

및 제1의5호에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과정에 등장한다. 
7) 필자는 학부시절 아직 강좌명으로 남아있던 ‘무체재산권법’을 수강하고, 석사논문에서는 

‘지적소유권(법)’ 용어를, 박사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법)’ 용어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이제는 ‘지식재산권법’ 전공교수라고 칭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지적재산권 

종사자들의 형편이 필자의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런 혼란스런 변경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 작성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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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나름의 길을 찾고자 하지만8) 아직 시행착오 중인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전체사가 

총칭 변경의 소사(小史)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II. 가장 오래된 ‘무체재산권’이란 용어

1. 용어 사용의 연혁과 실례

사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란 용어가 우리 땅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 무렵이었다. 구한말(舊韓末)인 1908년, 외형상 형식은 고종황제의 칙령이

었으나 실질은 일본통감부의 간섭에 불과했던 한국특허령․한국저작권령 등을 통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9) 우리 땅에 일본의 특허법․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법률

들이 강제로 이식되었고, 이어서 1911년 공포된 일제의 칙령들10)은 위 고종황제의 

칙령을 폐지하면서 일본의 지적재산권 법률들을 직접 우리 땅에 적용하기에 이르

렀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강제된 일본의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이미 바로 아래에 

설명할 독일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를 상용(常用)

하고 있었으므로11)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12) 

 8) 최근 행정부(특허청) 주도로 ‘지식재산권’으로 총칭 변경을 한 것이 초래한 불필요한 

혼란에 관해 이 글 이하에서 상세히 비판하는 바이지만, 적어도 새로운 총칭이 미국

의 영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용어와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9) 실제 내용은 일본의 특허법 등 각각 해당하는 일본 법령을 한국에도 시행한다는 지극히 

간략한 내용이다. 이는 특허청, 한국특허제도사 (1988. 12.), p. 112.
10) ‘특허법 등을 조선에 시행할 건’(일제 칙령 제335호, 明治 43년). 이는 平井斌夫 편(方

台榮 역), (簡易註解)朝鮮現行法規便覽 (조선출판협회, 1911. 10.), pp. 6-10 참조. 여기

서는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법을 조선에 직접 적용할 필요가 생겼음을 밝히고 있다. 

그와 별개로 ‘특허법․의장법․실용신안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칙령 336호), ‘상표

법을 조선에 시행할 건’(칙령 제337호), ‘저작권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칙령 제338호)

이 함께 공포되었다. 
11) 가령 飯塚半衛, 無体財産法論 (巌松堂, 1941).
12) 이 부분 본문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공간적인 의미로 당시 우리 땅 조선(朝鮮)에서 

‘무체재산권’이란 용어가 쓰인 것은 100% 확실하다. 1943년경 대구 지역 극장을 둘러싼 

사건에 관한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의 형사판결문에 관련 법령 일부(국가총동원법 

관련 地代家賃統制令에서 ‘무체재산권’가격은 통제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를 원용하면서 

위 용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판결록 118면). 그러나 위 사건은 공간(空間)만 

우리 땅일 뿐 적용법률은 물론 피고인(園田末三郞, 長尾喜重郞), 변호인(高橋四郞), 

법관(아래 판결록 말미 ‘高等法院 各部 構成員 氏名’ 명단 참조)등이 모두 일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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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적어도 법리적으로 볼 때 한동안 일본 

지적재산권 법률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13) 1957년에 이르러 우리 저작권법14)

이 제정되었는데 그 무렵 저작권법 제정의 방향을 두고 학계의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체재산권’이란 총칭을 사용한 예가 등장하였다. 즉 현존

하는 자료들 중, 해방 이후 한국에서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학계의 논문

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956년 5월 이항녕(당시 고려대 교수)의 저작권에 관한 

글15)로 보인다. 

위 논문에서 저자는 지금의 지적재산권을 가리키는 총칭으로서 위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독일에서의 학설 중 무체재산권설을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저자 자신의 다른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위 용어를 등장시키고 있다.16) 

여기서 저자는, 무체재산권설을 주장한 Kohler가 종전의 ‘정신적 소유권설’에 대

하여 정신적인 것과 물건을 혼동하였다고 비판한 뒤 무체재산권은 ‘인간 밖’에 존재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하였다. 어쨌든 위 문헌은 해방 후 한국 지적재산권

법의 출발이 일본을 통해 계수한 독일법적 토대였음을 비교적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이를 필자가 더 보충해서 살피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해 

인정된 독점권으로 보던 종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권(私權)으로 분명하게 파악한 

것처럼 일응 보이므로(다만, 創氏改名한 조선인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음) 자

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한국인에 의한 사용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대구

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 昭和18年刑上第11號 昭和18年3月25日 判決(국가총동원법 

위반 피고사건) 참조(司法協會, 朝鮮高等法院 判決  第30卷-昭和18年度-, 1944. 11.).
13) 구한말 칙령에 의해 일본 저작권법이 간접 적용되었고 그후 한일합방으로 일본 저작

권법이 직접 적용되었는데 해방 이후 미군정 법령에 의해 이를 폐기한 적이 없으므로 

여전히 법리상으로는 일본 저작권법이 한국에 적용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는 정광현, 

조선일보 1956. 2. 10.자 “저작권 법안의 비판(全5回) -(1)보호법이냐 보허법(保虛法)이냐” 

칼럼.
14)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바로 시행되었다. 한편 특허법의 경우는 

1946년 미군정법령 제91호로 미국 특허제도가 잠시 도입되었다가 1961년 구(舊)법령 

정비작업 과정에서 다시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허청, 한국특허제도사, pp. 

184-189.
15) 이항녕, “저작권의 본질: 저작권 법안과 관련하여”, 국회보(國 報) 제6호 (국회사무처, 

1956. 5.). 
16) 위 논문에서 저자는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독일에서의 정신적 소유권설, 무체재산권설, 

정신재산경합권설(精神財産競合權說) 등을 각 소개한 다음 저작권의 본질은 인격권도, 

재산권도 아닌 양면의 속성을 가진 특수한 하나의 권리라는 특수적 일원권(特殊的 一

元權)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항녕, 전게논문, pp.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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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학자가 Josef Kohler였다.17) 이

렇게 사법(私法)의 일부로서 지적재산권의 기초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학자인 Kohler

는 저작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를 인격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던 입장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신적 소유권(Geistiges Eigentum)’설18)을 더 발전시켜, 1874년 무체재산권

(Immaterialgüterrecht) 설을 제창하였다.19) Kohler는 정신적 소유권설이 소유물 절

도라는 비유를 통하여 저작권 위반이라는 불법인식을 강화한 공은 인정하면서

도20) 그 입장과 다르게 저작권은 무형의 재산에 가진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 권리는 인간 밖에 존재하지만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것에 관한 재산권이라고 보았다.21) 이는 지적재산권 전반의 특징을 

잘 파악한 입장으로 독일에서 널리 받아들여졌고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정신적 

소유권’이란 용어와 더불어 지금도 지적재산권을 가리키는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에서의 이런 용어가 그대로 일본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 

한국에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계의 논문이 아니라 신문칼럼에 불과하지만, 이항녕 교수의 글이 나온 

때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선 1956년 2월 정광현 서울대 교수22)가 조선일보에 기고

17) Claus Ahrens, Gewerblicher Rechtsschutz, 1. Aufl. 2008, S. 7. 
18) 이론적으로는 복잡한 학설 다툼 속에서, 정신적 소유권설을 통하여 비로소 저작(著作)이 

구현된 유형물과 그 저작권이 명확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며 동 학설은 지금도 독일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에 관한 유력한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의 우리가 오래전 외국학

자들의 총칭에 관한 오묘한 논쟁, 그 명칭 뒤에 제시된 논리까지 세세히 살피면서 감탄

하고 추종할 필요까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필자는 지적재산권 총칭에 있어 그것이 

큰 오해를 부르지만 않는다면 어떤 문구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도 관계없다는 입

장임은 아래에서 밝히는 바와 같다. 사실 오묘한 듯한 정신적 소유권설과 거의 비슷

한 입장을 전혀 다른 나라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9세기 영국에서도 이미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 등 오늘날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의 

총칭을 역시 ‘정신적 소유권(mental property)’으로 칭하는 한편 그런 권리를 전담하는 

‘정신적 소유권 전담법원(Court of Mental Property)’을 설립하자는 제안{W. Bridge Adams, 

Patent Laws, 18 J. Soc’y Arts 186, 187 (1870)}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영국에서의 제안

은 Justin Hughes, “A Short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lation to Copyright”, 

33 Cardozo Law Review 1293 (April, 2012), p. 1334에서 재인용. 
19) Andreas Heinemann, Immaterialgüterschutz in der Wettbewerbsordnung, 2002, S. 3 및 

Claire Dietz, Der Werkintegritätsschutz im deutschen und US-amerikanischen Recht, 2009, 

S. 17. 
20) Andreas Heinemann, S. 3.
21) Claire Dietz, S. 17. 
22) 정 교수는 민법 중 가족법을 전공하던 학자로 그가 1956년 저작권법을 기초하는 데 관여

하였다는 황적인 교수의 회고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성헌 황적인 교수 화갑기념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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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칼럼23)에 ‘저작권이 특허권․상표법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에 속하며 유체

재산권과 구별된다.’는 요지의 분명한 진술이 있다. 위 칼럼에서 기고자는 법리상 

아직 한국 땅에 일본 저작권법이 계속 존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진

술을 한 것으로 보아, 앞서 본대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무체재산권’이란 용어가 

한국 땅에 들어온 사실을 다시 한 번 짐작케 한다.

이후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햇수로는 해방 후 약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무체재산권’이란 용어가 지적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로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었다. 주의할 점은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실제 역사발전이 시간 흐름에 

따라 일정한 순차로 진행되었다기보다 대략 1986년을 기점으로 급히 팽창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지적재산권법 전체 역사에서 위 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위 오랜 세월이 상징하는 만큼 압도적인 지위까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2. 용어에 대한 평가

소유권 등의 물권적 대상이 가시적이거나 만질 수 있는 유체물임에 반하여 관

념적 세계의 것, 환언하여 무체(無體)의 재화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무체재산

권’이란 용어가 후술하는 지적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보다 학문적으로 가장 정확

하다는 일본에서의 옹호론24)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고찰하건대, ‘무체재산권’이

란 용어는 일제에 의해 우리 땅에 강제된 용어라는 불쾌한 역사경험 외에도 간과

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용어 자체에서 마치 민법상 채권을 포함하는 것 같은 불

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독일에서도 용어와 그 이론적 설명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이지만 어차피 특정 법분야의 총칭(總稱)으로서 사용될 용어는 그 용어의 최초 

주창자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도출하였느냐보다 그 용어가 다수인들에게 

공유되면서 받아들여지는 용어 자체의 인상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치밀한 논리가 

(서울  법학 제31권 제1-2호, 1990. 8.), p. 20 참조. 
23) 각주 13번에서 본, 정광현, 조선일보 1956. 2. 10.자 칼럼. 동 칼럼은 ‘(2) 친고죄의 부

당성’, ‘(3)벌금형만으로는 부당’, ‘(4) 민사책임 시정의 불비’, ‘(5) 저작권자의 채권확보 

필요’라는 제하에 1956. 2. 14.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비록 칼럼 형식을 띠고 

있으나 논문 이상의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가령 저작권보호의 필요성이 당시 절

실함에도 이를 친고죄로 정하고 그 처벌수준마저 낮은 벌금액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보호법이 아니라 보허법(保虛法)에 그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24) 玉井克哉, “知的財産法(l)-｢知的財産｣ の意義, 市場の秩序と営業標識”, 現代法の諸相 

(水野忠恒 編著, 放送大学教育振興会, 1995. 1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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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어 뒤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 자체가 처음 접하는 이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면 좋은 총칭이라고 할 수 없다.25) 

민법상의 채권도 채무자(人)라는 유형적 존재가 매개가 될 뿐 그 권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행하는 급부(給付)라는 무형적인 것이어서 ‘무체’의 재산권

이다. 설령 급부의 대상이 유형물이라도 채무자의 이행행위인 급부가 무형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지적재산권의 특징 중 하나인 무형

적(無形的) 성질을 포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형적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

한 특징은 그것이 인간의 정신적 사고(精神的 思考)의 무형적 산물 자체를 권리 

객체로 삼는다는 점이며, 이때 정신적 사고란 본래 그 자체에 창조적 가치가 있는 

인간의 정신활동만을 의미한다. 채권도 일정한 계약 내용을 구상하여 체결한 뒤 

나아가 그대로 이행하는 데 있어 채권자나 채무자의 정신 활동이 분명히 개입되

지만 이때 존재하는 정신활동은 위와 같은 창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26)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급부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소일 뿐 권리 객체인 급부의 

일부라고 할 수도 없다. 무형적이라는 특징에만 집중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지적재산권의 더 중요한 특징을 놓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고, 독일의 

용어들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용어이지만 

차라리 ‘정신적 소유권’이라는 용어가 아래 ‘지적소유권’과 같은 맥락의 용어로 

더 낫다고 보인다.27) 

25) 일본의 학설 중 ‘독일에서의 원어가 어떠하던지 간에, 일본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 칭

하면서 무체재산의 전형인 채권 등을 포함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한 언어구

사가 아니다’라는 짤막하지만 의미 있는 비판이 존재하며, 필자도 공감한다. 위 비판

은 長沢幸男, “知的財産権に関する訴訟の特徴・種類について”, 知的財産法の理論と

實務 1 (新日本法規, 2007. 6.), p. 7.
26) 단순한 급부에서 필요한 채무자의 정신활동이란, 예를 들면 타인의 가옥 벽면에 페인

트를 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냥 ‘페인트로 벽면을 칠한다.’는 의식 수준에 불과

하다. 하지만 만일 그 자가 페인트를 기존과 달리 조금 특이하게 칠해 벽면을 예쁘게 

꾸며보려고 구상하는 데서 이른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시작되는 것이고, 

가옥의 방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각 페인트 색깔과 칠 두께에 따른 단열․난방

효과를 심도 있게 구상하는 데서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아이디어가 시작된다.  
27) 미국 등에서도 지적재산권이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를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진

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총칭으로 ‘intangible property’ 대신 ‘intellectual property’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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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의 현존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1980년대까지 널리 쓰이다가 학계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현행 법령 일부에 잔존하고 있고 극히 일부이지만 

우리 법원의 최근 판례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다.

현행 법령 중 ‘무체재산권’이란 총칭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의228) 및 제59조29)이다. 그 중 

제59조는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같은 문구를 유지

하고 있고,30) 법 제정 당시까지 통용되던 지적재산권의 유력한 총칭이 ‘무체재산권’

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주체가 미처 타법(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총칭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것과 달리 제11조의2는 

1999년 개정에서 뒤늦게 추가된 조항임에도,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법 종사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법령 중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 중요한데 이는 공정거래법의 하위법령에 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例規)로서 2000년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가31) 

2010년에 이르러 위 지침의 명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있다.32) 정부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지적재산권법 

총칭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 것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첫째, 극히 신중하게 선택하여 구사할 법조문 상의 용어에서부터 한국 지적재산

권법의 잦은 총칭 변경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

래법 제11조의2에 ‘무체재산권’이란 용어가 추가될 1999년 당시 한국의 사정은 이

미 ‘지적소유권’ 용어를 지나서 ‘지적재산권’ 용어가 가장 보편적인 총칭이 된 시

점이었다. 즉 (아래 III.부분에서 설명하는 대로) 1986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미국

28) 이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 의한 소정의 거래행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조항인데, 자금제공․주식거래 등과 더불어 ‘무체재산권’ 

등의 제공․거래행위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9)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제정 당시 조문(구법 제48조)와 현행 조문을 비교하면,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하여 ‘정당한’이라는 강조문구를 

추가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31) 2000. 8.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호.
32) 개정 2010. 3.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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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에 따라 한국에서는 ‘지적소유권’이라는 새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

였고 학계에서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였지만 입법 분야에서는 1999년 입법된 일

부 정부부처 관할의 법률들33)이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채택하던 

시점이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1990년 2월경 이후부터 특허청이 (아래 Ⅳ.

에서 설명하는 대로) 다시 새로운 용어인 ‘지적재산권’이란 총칭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었다. 1999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만 3개의 공식용

어가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둘째, 지적재산권법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인들의 경우 지적재산권법의 총칭 용어가 

바뀌었을 때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 변경을 쉽게 기억하고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실 

지적재산권법과 무척이나 친숙한 관계에 있는 까닭에,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를 제외

하면 공정거래법 종사자들이 지적재산권법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였거나 적어도 

그런 위치 중 하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34) 공정거래법에 종사하는 행정

기관조차 그 법 분야 내에서 지적재산권법을 ‘무체재산권’이라고 여전히 칭하면서 

별다른 개정 노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적재산권법과 성질상 거리가 먼 법률 분야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오해가 발생

한다는 것을 2007년 처음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35) 제103조36)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용어가 

최근 특허청이 지적재산권의 새 총칭으로 제창한 용어일 뿐 ‘무체재산권’과 실질적

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아래 해당 부분(이 글 중 V.부분)에서 설명할 것인 바, 

33) 법무부․지식경제부 관할의 전자거래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관할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그것들이다. 
34) 전자의 법에서는 발명과 창작의 장려를 위한 부득이한 독점권 부여로, 후자의 법에서는 

사라져야 할 거대자본주의의 병폐라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양 영역이 모두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독점(獨占)을 다루고 있고, 실제 한국에서 두 영

역의 법률들은 상대 법률의 존재를 의식한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지적재

산권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공정거

래법 제59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각 참조.
35) 동 법률은 2007. 8. 3.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것으로, 바로 아래 각주의 무체

재산권 관련 부분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36)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중간생략, 著者註)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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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의 위 조항은 마치 두 용어가 포섭하는 대상이 다른 것

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37) 이런 실수가 생긴 것은 지적재산권법의 외부인에 

불과한 자본시장법 입법주체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자주 총칭을 바꾸어

온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의 잘못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조항들 외에도 다수의 현행 법령에 아직도 ‘무체재산권’이라는 

표현이 채택된 조문이 잔존(殘存)하고 있다.38) 특히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

법은 앞서 본대로 부칙 제2조에서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을 달리 총칭

하고 있는 문구를 ‘지식재산권’으로 일괄 수정함에 있어, 단지 ‘지적재산권’이라고 

칭한 조문들만을 찾아 모두 수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보다 더 오래된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현행법의 조문들은 빠져있는데 이것

은 기본법 입법주체가 우리 법률상 쓰이는 종전의 총칭이 오직 ‘지적재산권’뿐일 

것이라고 잘못 단정한 결과로 보인다.39) 

한편 우리 법원에서도 일부가 아직 위 표현을 채용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 규칙 

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그 표현이 살아 남아

있다.40) 한편 판결문 중에서도 단순히 법령을 인용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에서 굳이 ‘무체재산권’이란 

표현을 채용한 예가, 비록 소수이지만, 최근까지 보인다.41) 그러나 이들 판결은 

37) 설령 이런 분석과 다르게, 무체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후자

에는 ‘신 지식재산권’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는 특허청의 견해(자세히는 아래 Ⅴ. 2. 

말미 부분 참조)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이 ‘무체재산권’을 그 일부로 포함

할 수는 있어도 그 역(逆)은 성립할 수가 없다. 
38) 법률(法律)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05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인지세법 제3조가 이에 해당한다. 
39) 기본법이 부칙으로 수정할 만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었지만, 여러 시행령에서 

아직 ‘무체재산권’이란 용어가 잔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5,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78조 등에, 시행규칙에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1조 등이 그것들이다.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 기본법 제5조의 취지를 제대로 관철하려면 위 

시행령들은 장차 개정이 있을 경우 새로운 용어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연히 

그러리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아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례(이 글 Ⅳ. 

1.부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위 규칙은 2012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음에도 ‘무체재산권’이란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다. 
41)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나2472 판결 및 2001. 11. 1. 선고 2001나2484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118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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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엄밀히 지적재산권 사건 이외의 여타 사건들을 처리하는 

비전담(非專擔) 재판부가 범한 사소한 흠으로 볼 수 있다. 

III. 과거의 ‘지적소유권’이란 용어

1. 용어 사용의 연혁과 실례

한국에서 한때 널리 사용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Intellectual Property’란 

표현에서 유래한 것임은 아주 분명하다. 한국의 위 용어가 이미 일본에서 사용하던 

지적소유권(知的所有権)이란 용어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42)도 존재한다.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심한 경우 일본의 조문, 학설, 판례 등을 번역만 하여 그

대로 채용하다시피 해온 그간 한국의 부끄러운 실정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일

이다. 그런데 일본의 위 조어(造語)가 완전히 독창적인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일본 

역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아래 설명할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43)에 일본이 가입할 무렵인 1975년경44) 그 조약명칭을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世界知的所有権機関を設立する条約)’으로 명명하면서

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학계에서도 일본의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Intellectual 

Property’의 번역어임에 다툼이 없다.45) 따라서 우리가 설령 실제로는 일본의 번역 

문구를 따른 것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영어 법률용어의 국역에서 일본의 앞선 

번역례를 참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국이 ‘지적소유권’

이라고 총칭까지 바꾸어 칭하게 된 데는 일본이 아닌 미국의 영향이 후술하듯이46) 

선고 2006나16960 판결 등.
42) 윤권순․이승현․윤종민,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에

서의 법적수용”, 산업재산권 제34호(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4.), p. 22 및 35.
43)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44) 위 협약의 출범은 1967년이었으나, 일본은 1975년 가입하였다. 다만 그 이전 시점에도 

‘지적소유권’이란 명칭을 구사하는 문헌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역시 한국에서와 마찬

가지로) WIPO나 그 전신인 BIPRI(Bureaux Internationaux ré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United 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의 동향을 일본에 전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따른 것이

거나 그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45) 長沢幸男, 전게논문, p. 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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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이었고, 그 이후로 한국의 구체적 논의에서도 종전 일본의 그것에 거의 치중

하던 과거와 달리 미국의 그것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앞서 본 ‘무체

재산권’이란 용어 역시 일본이 독일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였

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것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일본이 직접 외적 압력의 

주체가 되어 총칭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구체적 

논의들까지 모두 그대로 따라온 경우여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Intellectual Property’라는 단어의 어원이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프랑스 

등 대륙에서 먼저 출발하였다는 것은 지금의 한국 종사자에게 다소 의외로 들릴 

것이다. 즉 위 어원에 관한 최근 권위 있는 연구결과47)에 의하면, ‘intellectual property’

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용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비영어권의 경우 1769년경 이미 

최초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이미 19세기에 저작물을 

대상으로 ‘literary property (propriété littéraire)’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면서 일부에

서는 이를 ‘intellectual property (propriété intellectuelle)’라고 칭하는 용례도 다수 

존재하였지만, 이런 용례들은 대부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일부 대상만을 염두에 

둔 부분적 호칭이었지 지적재산권 전반의 총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48) 

그런 진정한 총칭으로 위 문구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에서도 1840년대에 

이르러서였다.49) 이렇게 총칭으로서의 ‘intellectual property (propriété intellectuelle)’

가 19세기말부터 존속하던 WIPO의 전신인 BIPRI50)의 용례로 일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51) 

46) 한국에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 사용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갑자기 급증한 시

점은 각주 67번의 실례에서처럼 1986년경이었고, 그 시점은 한국 지적재산권법 환경의 

급변을 가져온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진 시기였다. 
47) Stuart Banner, American Property: A History of How, Why, and What We Own, 

Harvard University Press (March 2011), p. 23. 이는 Justin Hughes, “A Short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lation to Copyright”, p. 1317에서 재인용.
48) 이는 Justin Hughes, op. cit., pp. 1305-1306. 
49) 이런 용례의 실제 예들로는 Justin Hughes, op. cit., pp. 1306-1307를 참조할 것. 가령 

Alfred Nion, Droit civils des auteurs, artistes et inventeurs (Paris, Joubert 1846)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런 총칭적 의미로 ‘Intellectual Property (propriété intellectuelle)’를 사용

하고 있다고 한다. 
50) Bureaux Internationaux ré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United 

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51) 특허․상표에 관한 파리협약과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의 위임에 따라 두 조약상 사

무국을 겸한 조직으로 19세기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기관에서도 총칭적 의미로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용어를 확실히 사용한 시기는 1950년대에 들어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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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미권의 경우 18세기까지 ‘intellectual property’란 ‘특정인이나 사회가 보

유한 지식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19세기로 전환할 무렵에서야 미

국의 법률가들이 무형물에 대한 독점권으로 위 용어를 사용하는 예가 등장한다고 

한다.52) 미국의 판례법에서 처음으로 ‘intellectual property’란 문구를 사용한 것은 

1845년 Davoll v. Brown 판결53)에서였다.54) 그렇지만 이 판결 등 과거의 미국의 선

행 문헌들에서 사용된 ‘intellectual property’의 의미는 특허권․저작권뿐만 아니라 

널리 상표권 등까지 아우른 오늘날 지적재산권의 총칭으로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총칭으로 ‘intellectual property’가 미국에서 사용된 

것은 상당히 근래의 일로 1967년 WIPO 설립협약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포괄

적으로 정의55)하면서부터였다는 것이 정설(定說)이다.56) WIPO 설립이후부터 미

이는 Justin Hughes, op. cit., 1303. 
52) 이런 영미권의 상황은 Stuart Banner, op. cit., p. 24 (Justin Hughes, op. cit., p. 1317에서 

재인용). 
53) 7 F. Cas. 197 (C.C.D. Mass. 1845). 이는 면화를 짜내는 도구의 특허침해를 둘러싼 분

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렇게 하여야 창의성과 인내력이 사회에 유용하게 이

바지하도록 장려될 것이고, 오직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마치 그가 추수한 밀이나 그

가 돌본 양떼와 마찬가지로 그의 성실한 노력의 결실이자 그 자신의 것으로 정신적 

노동, 산물 및 이익인 ‘intellectual property’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7 

F. Cas. at 199).
54) 이를 언급한 초기 문헌으로는 Mark A. Lemley, “Romantic Authorship and the Rhetoric 

of Property”, 75 Texas Law Review 873 (March 1997), p. 896. 아울러 Justin Hughes, 

“Copyright and Incomplete Historiographies: of Piracy, Propertization, and Thomas Jefferson”, 

79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993 (July 2006), p. 1034에서 Lemley가 언급한 판

결이 미국 판례법상 최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55) Article 2 (ii) “intellectual property란 문예, 학술 저작물, 실연가의 실연, 음반,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상표․서비스표 및 영업 명칭 

및 징표,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산업, 과학, 문예 분야에서의 지적 노력의 

결과인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56) Mark A. Lemley, op. cit., FN 123 혹은 Mark A. Lemley,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nd Free Riding” (book review), 83 Texas Law Review 1031 (March 2005), FN4. 그의 

이런 분석은 Ben Depoorter, “The Several Lives of Mickey Mouse: The Expanding 

Bounda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9 Virginia Journal of Law & Technology 4 

(Spring 2004), FN 61 등에서 원용되고 Craig Joyce, “A Curious Chapter in the History 

of Judicature : Wheaton V. Peters and the Rest of the Story (of Copyright in the New 

Republic)”, 42 Houston Law Review 325 (Summer 2005), FN3에서 거의 비슷한 주장이 

개진되는 등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다만 비교적 오래된 용어의 최초 기원을 찾는 일

이 대체로 그러하듯, 완전한 의견합치가 있기보다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이설

(異說)로는 Justin Hughes, “Copyright and Incomplete Historiographies: of Piracy, 

Propertization, and Thomas Jefferson”, p. 1005 이하 참조. Justin Hughes 교수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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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수많은 단체들이 ‘intellectual property’란 문구를 기준으로 단체명을 변경하

는 등57) 그 문구가 미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총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정작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의 용어사용 연혁을 보자면, 현존하는 자료들 중 

한국에서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는 문헌으로 보

이는 것은 1978년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의에 참석한 

견문록이다.58) 그 다음해인 1979년 한국이 ‘WIPO Convention’에 가입하며 국회

비준과정59)에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이라고 국역(國譯)하여 1979. 3. 5. 

공포60)함으로써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조약(條約) 가입을 통하여 정식으로 우리 

법률(法律)61)의 일부로 채용되었다. 동 조약이 그후 개정된 바 없으므로 ‘지적소

유권’이란 총칭도 앞서 ‘무체재산권’의 경우처럼 현행 법률상 어엿하게 존재하는 

셈이다.62) 참고로 한국은 위 설립협약에서 더 나아가 2004년 WIPO 저작권조약63)에, 

을 중심으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용례를 찾아가며 

‘intellectual property’ 문구의 어원을 추적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물이 위 각주 

18번 및 47번에 등장한 “A Short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lation to 

Copyright”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를 통하여 Justin Hughes 교수 스스로도 인정하

듯이 그 이전 시점의 ‘intellectual property’란 문구 사용은 다른 유사 용어들(가령 ‘literary 

property’)과 우열이 구별되지 않는 간헐적인 등장에 불과하였고 무엇보다 총칭으로서

의 사용이라기보다 특허나 저작권 등 특정 분야만을 묘사한 사용에 가까웠다. 다만 

Justin Hughes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1849년 영국평론가 Thomas Turner가 총칭적 의

미로 ‘intellectual property’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이는 Justin Hughes, “A Short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lation to Copyright”, p. 1318). 
57) 가령 ‘미국 변호사 협회 특허․상표 및 저작권법 분과위원회’가 ‘미국 변호사 협회 

지적소유권 분과위원회(ABA Sec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Law)’로 개칭하였다. 이는 

Mark A. Lemley, “Romantic Authorship and the Rhetoric of Property”, FN 123.
58) 원용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근황, WIPO開發協力常設員會에 참석하고”, 特協 

제28호(한국특허협회, 1978. 6.).  
59) 국회는 1978. 11. 14. 이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비준된 조약안의 내용 중에는 전문(前

文) 이하 여러 곳에서 지적재산권의 총칭을 ‘지적소유권’이라 칭하고 있다. 
60) 1979. 3. 5.자 대한민국 관보 (제8189호), p. 3. 
61) 국회 비준을 거친 위 조약은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참조). 
62) 특히 국제조약은 통상 가입국의 공식번역문을 해당 국제사무국에 기탁하는 절차를 거

쳐야하는 등 나중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한국 스스로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개정

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지적소유권’이란 조약 문구는 앞

으로도 계속 한국의 어엿한 법률 문구로 남아있을 전망이어서 우리 법체계에서 그 이

후 등장한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이란 총칭과의 불일치가 부득이하다. 이것은 

지적재산권 총칭 변경이 왜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지를 웅변하는 또 하나의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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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WIPO 실연음반조약64)에 각각 가입하였고 이때는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어

(아래 IV. 부분 참조) ‘WIPO’란 문구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로 각각 국역하고 있

지만 이들 조약들은 앞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과 달리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들에 불과하여65)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66)  

‘지적소유권’이란 총칭이 한국에 197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하였지만 그것이 일반

화되어 널리 사용된 시기는 대략 1980년 중반부터이다. 굳이 더 시기를 특정하자면 

1986년경부터이다.67) 1986년 이후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논문들에서 ‘지적소

유권’이란 용어를 채용한 예가 여럿 등장하였고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한국 최초의 

학회68)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지적소유권학회’가 이 해에 창설되어 활동하기 시작하

였다. 종전의 ‘무체재산권’이란 용어가 일본을 통해 전해진 독일 법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새로운 용어는 미국의 법체계에서 사용하는 ‘Intellectual Property’

란 용어를 염두에 둔 것이다.69) 1986년 이전에도 한국 지적재산권법이 미국의 동

향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고, 비교적 일찍부터 일본을 통하거나70) 혹은 

우리가 직접71) 미국의 관련 동향에 관심을 표한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한국 지적

63) 2004. 6. 15.자 대한민국 관보 (제15719호). 
64) 2009. 3. 18.자 대한민국 관보 (제16961호). 위 통칭과 달리 정확한 명칭은 ‘세계지적

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외통부 다자조약, 제1940호, 2009.3.18.)이다.
65) 가령 2004. 6. 15.자 대한민국 관보 (제15719호) p. 3에 기재된, 조약의 공포 경과 참조.
66) 헌법 제60조 제1항을 참조할 것.
67) 참고로 법원행정처 간행 법고을 LX DVD(2011년판)의 ‘문헌’란 서지정보를 기준으로 

이런 동향의 한 단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985년까지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일부라도 등장하는 문헌은 단 1-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1986년을 기점으로 문헌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5년까지 거의 1백건에 달하는 문헌들이 위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을 끝으로, 그 이후의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
68) 여기서 학계(學界)란 당시 법과대학 재직교수 등을 중심으로 좁게 파악한 것이다. 
69) 더 구체적인 예는 여럿이 있겠지만, 가령 “(1986년도에) 지적재산권위반이 한미통상마

찰의 주된 원인이 되자 ‘지적소유권’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개념

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는 송상현 교수의 시대 상황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가 

위 본문에서 설명한 한국 지적소유권학회의 초대회장을 맡아 약 10년간 이끌었는데 

다름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였다는 점(이 점은 서울대 법학연구소, “심당 송상

현 교수 연보”, 서울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3, p. 13 및 같은 호의 “심당 송상현 

교수 정년기념대담”, p. 24 참조) 등이 그런 사실을 방증한다. 
70) 가령 土井輝生교수가 1967. 1. 15.자 ‘ジュリスト’에 게재한 글을 번역한 강정태 역, 

“미국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기본특색”, 국회도서 보(國 圖書館報) 제4권 제2호 (1967. 

2.), 48면 이하.
71) 가령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아메리카 합중국 저작권상의 특색과 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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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총칭 용어의 변경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986년을 기점으로 

한국 지적재산권법이 사실상 그 간판까지 새로 바꾸어 달게 된 것은, 바로 그 해에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전반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힘에 의해 우위를 확보하는 정책기조를 소련 

등 공산주의를 상대로 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방국과의 통상협상에서도 사실상 관철

하였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심각하게 누적되어 장차 미국의 국운마저 위협한다고 

여겨지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책의 하나로 미국은 그때도 여전히 

자국이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가졌던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서의 

보호강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시작으로 여러 개발도상국

들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개도국 안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급격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미국 통상법(Trade 

Act) 중 이른바 ‘수퍼301조’72)를 동원한 무역제재 등 강력한 보복을 불사할 것임

을 천명하였고 실제로도 행동에 나섰다.73) 이에 한국 정부는 1986. 7. 21. 통상협

상을 일괄 타결하는 자리에서74) 부득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요청을 대부분75)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같은 해 12. 3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전 분야의 개정이 이루어졌다.76) 

이때 특허법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부개정(一部改正)이었지만 한국에 최초로 물질

입법조사월보 제35호 (1969. 3.), 108면 이하.
72) Trade Act §301 (19 U.S.C. 2411)은 국제통상조약을 위반하거나 여타 지적재산권 위반 

등 미국의 통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상대 국가의 조치에 대항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보복 등 일체의 적절한 수단을 취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73) 실제 1986년 한국을 상대로 수퍼301조가 발동된 명목도 ‘부적절한 지재권 보호’였다. 

이에 관해서는 Deborah Mall, “The Inclusion of a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Code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30 Santa Clara L. 

Rev. 265 (Winter 1990), p. 267 참조.
74) 조선일보 1986. 7. 22.자 ‘한․미 통상협상 일괄타결 -지적소유권 내년 7월부터 보호-’ 

기사 참조.
75)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대쟁점은 물질특허제도와 저작권법 문제였고, 미국 측은 당장 

연내(年內)에 보호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협상 끝에 그 다음해인 1987년부터 

보호를 개시하기로 최종합의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일보 1986. 1. 23.자 ‘한-미 물질특허 

저작권 협상 일괄타결 가능성 높아’ 기사 및 1986. 2. 2.자 ‘저작권법 87년 중 시행’ 

기사 등 참조. 
76) 한국과 같은 식으로 미국은 대만, 태국 등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정도 관철하였다. Michael 

Doane, “TRIPS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an Age of Advancing 

Technology”,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9, no. 2 (Winter 1994),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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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아울러 특허 관련 인식

이 제고된 것도 그에 못지않은 커다란 변동이었다. 하지만 더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저작권법으로, 이것은 1957. 1. 28. 제정 이후 거의 30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개정이 없었을 정도로 한국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법제도였는데 이때 처음 전부개정

(全部改正)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그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의지 및 

그로 인한 일반 공중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77) 그후에도 한국

에서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정부나 일반 공중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는 우리의 자발적인 각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 상당부분 작용하였

음을 간과하기 어렵다.78)

이런 내외의 정세 속에서 1986년 이후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을 논의함에 있어 

미국의 영향이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 스스로도 미국의 관련 동향에 둔감해서는 장차 미국

과의 협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각성을 가지게 된 데 기인한 것이었다. 미국의 

‘intellectual property’란 총칭을 다분히 의식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이런 배경 

하에 등장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한때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인 용

어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90년대 ‘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등장한 이후, 더 특정된 시점을 말하자면 

1995년경 이후로 ‘지적소유권’이란 용례가 아주 드물어졌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용어를 채택하는 일부 관행이 제법 오래도록 유지되었는데, 가령 앞서 

언급한 ‘한국 지적소유권학회’는 2002년경에야 학회 명칭을 ‘한국 지적재산권학회’

77) 이에 관련된 상황은, 송상현 교수 정년기념대담, 24면 참조. 송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미국에서 저작권법까지 수학했으나 1970년대 한국에 귀국하니 그 법 내용은 전혀 

쓸모가 없었고, 나중에 한미통상마찰이 생긴 무렵 한국정부를 도와 미국에 맞서 활약

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작권 지식이 소용되었다고 한다. 한편 외국의 시각에서 

위 상황에 관한 언급으로는 Michael Doane, op. cit., p. 472 참조.
78) 앞서 미국 통상법은 나중에 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제301조에 따라 보복을 취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 통상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로 하여금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 등 통상저해 조치가 있는 지를 조사하여 

해마다 ‘우선감시 대상국가’ 및 ‘감시 대상국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 첫 번째 조사

보고서가 1989년 간행된 이래 한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줄곧 우선감시 대상국가 중 

하나였다(정확히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중 우선감시 대상국가로 9회, 감시 

대상국가로 7회 선정됨). 이때 미국이 우선감시 대상국가로 선정하던 국가들의 숫자가 

적게는 4개국, 많아도 16개국 정도에 불과하였음을 고려하면 한국 지적재산권법 보호

강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 내지 압력이 위 기간 동안 결코 작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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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칭하면서 그 무렵 간행물의 명칭도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바꾸고 있다.79) 

또한 1987년 첫 출판되어 한국 지적재산권법 학계의 본격적인 교과서로는 시초라 

할 ‘송영식․이상정․황종환 공저 지적소유권법’80)이 가장 최근에 출판된 2008년 

판81)까지 줄곧 ‘지적소유권법’이란 용어를 아직 지키고 있다.82)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된 기간이 1986년경부터 1995년경으로 비교적 

짧아서인지, 우리 법령상의 용어로 등장한 예는 더 오래전의 용어인 ‘무체재산권’

보다 오히려 드물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그 용어가 지적재산권의 총칭으로 

직접 사용된 경우로는 1999년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제20조, 1995년 제정된 정

보화촉진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1999년 개정된 같은 법률 제16조의4의 예만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현재 삭제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된 상황이다.83) 다만 형

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에 그 용어

가 남아 있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 총칭으로서 채용된 것은 아니

지만, 위 조약상의 명명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4호 및 제1의5호84)에 ‘지적소유권’이란 문구가 현재까지 존재

한다.

한편 법원의 판결 상에 등장한 예도 ‘무체재산권’보다 찾기 어렵다. 비교적 뒤

늦은 2002년경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례85)가 존재하

79) 이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심당 송상현 교수 연보”, p. 13 및 서울대 법학연구소, “심당 

송상현 교수 정년기념대담”, p. 24 등을 보충적으로 참조함. 
80)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 소유권법 (육법사, 1987. 7.).
81) 2008년 판에 이르러 위 책은 이대희․김병일․박영규․신재호가 저자로 추가되어 ‘송

영식, 지 소유권법 상 (육법사, 2008. 11.)’이란 제호로 출판되고 있다. 
82) 저자들은 최신판까지 ‘지적소유권’ 용어를 유지하는 이유에 관해 종전부터 계속 사용

해왔음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위 책 35면). 사실 어떤 총칭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심오한 학술적 규명을 요구한다기보다 사회에서의 합의에 의한 관행 문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유제시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83) 다만, 시행령(施行令) 상에는 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같이 아직 다수가 남아있다.
84) 이것들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한국 특허청에 통지한 소정의 표지들과 유사한 것

들의 한국 내 상표등록을 금지한 조항이다.  
85)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제30조제1호등위헌소원) “…영업장소, 영업형태, 유통경로, 지적소유권의 침해태양,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법률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 자체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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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의도적인 사용이라기보다 용어선정에서의 사소한 흠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아직 이를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한 적이 있다.86) 

2. 용어에 대한 평가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지적산물(知的産物)을 배타적으로 장악한다는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민법상으로 그러한 특징에 가장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소

유권’이란 용어에 빗대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용어라고 본다.87) 

이런 이해와 반대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에 관해 먼저 ‘소유권’이란 용어가 

이미 민법상 정의된 것으로 그 용어를 함부로 전용(轉用)하는 셈이어서 적절치 못

하다는 비판이 있다.88) 아울러 ‘소유권’은 시효가 없는 영속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재산권’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은 앞서 

독일에서 ‘정신적 소유권’설에 관하여 물건과 정신적 대상을 혼동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 제기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냥 ‘소유권’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라는 별도의 수식을 동원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들이나 일반인에게 민법상 소유권과 혼동되는 피해를 준

다기보다, 오히려 많은 이가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법

리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권리의 성질을 드러내는 장점이 만만치 않다고 본다. 

사견으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에 존재하는 보다 분명한 흠은, 용어의 문언상 

의미로 볼 때 실제 지적재산권의 대상보다 너무 적게 포섭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

을 빠트렸다는 점인 것 같다. 

86) 1986년 제정되어 1998년 재판예규 제577호로 최후 개정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

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및 1998년 제정되어 2001년 폐지된 구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예규(재일 98-1)’.
87) 배타적 지배권의 성질을 정확히 묘사한 ‘지적소유권’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취지는 

정상조, 지 재산권법 (홍문사, 2004) 및 공저(共著)로 출간된 2011년 개정판 42면 참

조. 한편 지적소유권에서 ‘소유권’은 절대권을 의미하므로 채권 등 상대적 권리까지 

포함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는 정진섭․황희철, 국제지 재

산권법 (육법사, 1995. 9.), p. 5{본 책자는 원래 560쪽이지만, 여기서는 정보법학회 홈피

(kafil.or.kr/?p=243)에 공개된 파일 쪽수를 기준으로 함}. 비슷한 요지로 정진섭, 앞의 

신문칼럼 참조.
88) 玉井克哉, 전게논문, p. 67. 실제로 한국 특허청이 1990년경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를 

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총칭 사용을 주장한 근거 중 하나가, 소유 개념이 

유체물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체재산권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이는 정진섭, 앞의 신문칼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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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법의 물권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제한물권(制限物權)도 존재하듯이 지적 

산물에 있어서도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같은 물권적 지위89)뿐만 아니라 위 

제한물권에 대응하는 권리가 존재한다. 가령 민법상 용익물권에 대응하는 특허법상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이나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이 그것들이다. 참고로 ‘지적소

유권’이란 용어의 원어(原語)격인 ‘intellectual property’라는 미국의 호칭 중 ‘property’

라는 단어는 미국 법체계에서 ‘재산권’이라는 광의로 쓰이기보다, 한국의 채권법 

분야에 대응하는 계약법(contract law) 및 불법행위법(torts law)과 구별되는 의미로, 

한국의 ‘물권’에 대응되는 용어이다.90)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국의 물권법 체계가 

독일법의 방식대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하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다시 제

한물권을 용익물권․담보물권식으로 세세히 나누어 나가는 논리구조임과 대조적

으로, 미국의 물권법(property law 혹은 law of property)에서는 아예 물권법정주의

가 인정되지도 않고 소유권을 제외하면 판례법상 나머지 물권적 지위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사실이다.91) 이런 영향으로 미국 지적재산권법에서는 한국 지적

89) 이는 민법상 물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권리라는 의미로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다.
90) 이에 관해 한국에서 잘못 이해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中山信弘 저, 한일지재권

연구회 역, 공업소유권법(상) 특허법 (법문사, 2001. 2.), p. 6(이는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0. 8, p. 4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서 “Property를 소유권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오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절대적․관념

적인 지배권원이나, 여기서 말하는 Property는 그보다 넓은 재산권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한 진술이다. 위 일본학자의 진술은 한국의 많은 논의에서 마치 

Property가 우리의 재산권, 즉 물권과 채권(債權)까지 포괄하는 권리 일반(통상적인 언

어적 의미로서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을 가리키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Property가 독일식 판덱텐 법학을 취하고 있는 한국법에 굳이 대응

하자면 물권에 해당하는 것임은 아래 설명(VI. 2. 다. 부분, 특히 각주 166번 참조)과 

같다. 일본학자나 이를 따른 한국학자의 잦은 오해는 독일법학의 사고에 익숙한 눈으로 

영미의 법률용어를 바라보려하기 때문에 생긴다. 물권 대 채권, 다시 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권리들의 위계질서와 상호 영역을 나누어 권리 체계 

중심으로 사법(私法)을 구성하는 독일식 법학의 방법과 달리, 영미(英美)에서는 일종의 

포괄적인 법적 지위(그 지위로부터 실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여러 가지 

권리가 파생되는 지위)를 중심으로 사법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때문에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위 지위에서 파생된 권리들에 관해서는 우리의 소유권에 대응하는 개념만이 

비교적 분명할 뿐 나머지 권리들의 개념이나 경계가 서로 분명하지 않다. 결국 위 일

본학자의 진술 중 맞는 것은, Property가 단지 한국법상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대세적으로 지배하는 지위 전반을 폭넓게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이다’라는 부분뿐이다.
91) 미국 property law의 특징을 독일법 등과 비교한 진술로는 Thomas W. Merrill & Henry 

E. Smith, “Optimal Standardization in the Law of Property: The Numerus Clau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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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이 마치 한국 민법의 제한물권과 비슷하게 도입하고 있는 전용실시권(專

用實施權)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92) 따라서 미국에서 건너온 ‘intellectual 

property’ 용어를 한국에서 ‘지적소유권’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위 문구 중 ‘property’

가 한국의 물권에 대응한다는 점, 그런데 미국 지적재산권법에서 물권적 지위의 

논의는 오직 소유권적 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달리 전용실시권과 같은 제한물권적 

지위가 소유권적 지위와 별개로 존재하는 이상 적어도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지적소유권법’이라고 칭하는 것은 다소간의 흠이 있는 것이다. 

둘째, 지적재산권법 중 상표 분야의 일부인 부정경쟁방지법은 양도이전이 가능한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금지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인데93)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이것을 전혀 포섭하지 못한다는 흠도 있다. 

셋째, 전체 지적재산권법 중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 활용도 면에서 보나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지적재산권법에도 그 특유의 채권적 권리가 드물게 존

재한다. 이런 특유한 채권으로는 가령 특허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94)

이나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들에게 부여한 보상청구권95)이 있다. 이렇게 주어진 

법적 보호는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바로 앞서 설명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비록 양도 가능한 물권적 독점권은 아닐지라도 금지청구권(禁止請求權)을 

동반하는 까닭에 우리 법체계상 채권적 보호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96)과 차이가 

Principle”, 110 Yale Law Journal 1 (October 2000), pp. 3-19. 이에 따르면 보통법상 

판례가 사실상 일정한 몇 가지 유형으로 물권적 이익의 형태를 제한하고 있을 뿐 이론상

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물권적 지위 형성이 자유롭다고 한다.
92) 따라서 만일 한국의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에 최대한 걸맞은 지위를 미국법상 얻으

려면 독점적 실시허락․사용허락(exclusive license)이라는 계약관계에 터 잡아야 한다. 

특허법을 기준으로 미국의 exclusive license와 한국의 전용권 제도를 비교한 국내문헌은 

박재헌, “전용실시권과 미국법상 Exclusive License의 비교 - 개념 및 권리구제, 병행수

입에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스티스 통권 제120호 (한국법학원, 2010. 12), pp. 

50-59 참조.
93) 더 자세히는 아래 Ⅵ. 2. 가. 부분 참조.
94) 더 자세히는 아래 각주 111번 참조.
95) 더 자세히는 아래 각주 112번 참조.
96) 우리 민법에서는 인격권 침해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예에서처럼 물권의 보호와 결부하여서만 금지청구권을 부여하여 

왔다. 그렇지만 당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불법행

위책임이 인정된 세칭 ‘인터넷채널21’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소정의 요건 하에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은 획기적인 방향전환이긴 하지만, 금지청구권을 주로 물권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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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지적재산권법이 권리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물권적 권리 대신 주

어진 특유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단 

주어진 물권적 지위 침해에 대한 채권적 구제수단이어서 물권적 권리에 종(從)된 

성질을 가진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소유권’이란 문구 속에 지적재산권에 엄

연히 존재하는 전용실시권과 같은 제한물권적 권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와 

같은 소극적 금지청구권, 나아가 아주 이례적이지만 채권적인 지적재산권을 모두 

포섭하지 못한다는 흠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흠이 아주 결정적인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위의 누락된 대상을 모두 포섭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칭할 경우 

지적재산권법 보호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상들까지 총칭에 모두 포섭하

려다가 정작 그 대상 대부분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전형적 특징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한 무미건조한 총칭이 될 수 있음은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IV. 현재의 ‘지적재산권’이란 용어

1. 용어 사용의 연혁과 실례

‘지적소유권’이란 용어가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0년 1월 말경97) 

그것을 이번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으로 개칭하려는 행정부(특허청)의 시도가 

등장하였다. 이 용어가 학계 등에 실제로 널리 수용되기까지는 그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새로운 용어인 ‘지적재산권’도 결국에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총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용어는 현재까지 쓰였거나 쓰이고 있는 4가지 총칭 중 한국

호와 연결시켜온 그동안의 토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97) 정진섭․황희철, 전게논문, 5면 및 정진섭, 앞의 신문칼럼 참조. 후자 신문칼럼에 따르면 

1990년 1월말경 특허청에서 용어변경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각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데서 점차 퍼지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80년대 말쯤 일본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자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변리사 등 관계자들에게 사용을 요구하였고, 그후 이 말이 널리 사용되

(었다).”는 증언은 이상정, “지적재산권법의 나아갈 방향”, 한국 법학 50년 -과거․현

재․미래;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II (한국법학교수회, 

1998. 12.), p. 781. 그 시점 이전에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한국 문헌은 한

형건․김영규,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로 제기되는 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방안의 

모색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18집 (1987)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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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 용어로 보인다.98) 

‘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과거 법률에 반영된 예는 상당히 여럿이어서 수십 건에 

이른다.99)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의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 

국제사법 제24조의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준거법 규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지적재산권 담보화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놀라운 것은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부칙을 

통하여 기존 법률들에 쓰인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일률적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수정하였음에도, 아직 우리 현행법 일부에 ‘지적재산권’이란 총칭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2. 2. 17.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100)이 그것으로, 동 법률에

서는 여러 조문들에서 위 총칭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동 법률이 지식재

산기본법의 발효 이후 제정된 것이었음에도 지식재산기본법 제5조101)나 그 부칙 

제2조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입법 상의 충돌이라고 짐작된다.102)

아울러 지식재산기본법 부칙에서 문구 개정까지 언급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지만, 

총리령103)․문화체육관광부령․농림수산식품부령104) 등 여러 건의 시행령에서 

(기본법 시행 이후 한차례 이상 개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지적재산권’이란 용

어를 계속 채택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란 시

행령 중 등장한 것에 불과하지만105)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담당부처 중 하나인 

 98) 이런 평가는 해방 이전부터 80년대까지 가장 긴 기간 동안 쓰였던 ‘무체재산권’과 

단순히 사용된 시간의 길이만을 가지고 비교한 결과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한

국 지적재산권법은 1986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그 인적․물적 외연을 대폭 확장해

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0년경부터 최근까지 근 20년 동안 널리 채용되

었다는 의미에서 4가지 총칭 중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 용어’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99)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 당시 ‘지적재산권’ 문구를 사용하던 22건의 법률들이 

무엇인지는 지식재산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 같은 법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
101) 지식재산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02) 위 진흥법은 그 소관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주지하는 대로 이 곳은 지적재산권법 

중 하나인 저작권법을 주관하는 부처이지만 이 법률은 정부제안이 아니라 의원입법

으로 성립된 법률이다. 국회심의에서도 지식재산기본법을 심의한 정무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처리되었다(이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소관위 

심사정보’ 참조).   
10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2. 8. 16. 총리령 제992호로 개정된 것).
104)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2. 10.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

호로 개정된 것)



134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4호 (2012. 1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지적재산권’이란 문구를 

계속 유지하는 일종의 촌극(寸劇)이 초래된 것 역시 담당부처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나치게 잦은 지적재산권 총칭 변경이 초래한 결과이다.

한편 우리 법원의 판결들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요지나 계약서 내용을 옮기는 과정

에서 ‘지적소유권’이란 표현이 간혹 등장할 뿐 법원의 법적 판단 부분에서는 ‘지적

재산권’ 용어를 현재 비교적 확실하게 채택하고 있다.106) 그와 달리 2002년경 ‘지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보이지만107) ‘지적재산권’이란 

총칭과 종전 ‘지적소유권’이란 총칭 중 의도적으로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는 여겨

지지 않는다. 또한 학계의 자료들도 일부 예외가 보이나 2012년 현재까지 ‘지적

재산권’이란 문구를 가장 흔하게 쓰고 있다.108)

2. 용어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지적 산물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이란 문구 안에 거의 

빠짐없이 포섭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그럼에 불구하고 저작인격권이 누락되

었음은 VI. 2. 가. (2)에서 후술함}, 너무 막연한 감이 없지 않다. 실제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비교할 때 앞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그 문언적 범위가 너무 좁다면,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그것이 일면(一面) 너무 넓은 것이다. 가장 문제는 앞서 

‘지적소유권’이란 용어에서 민법상 소유권적 지위가 연상되는 것과 흡사하게 ‘지적

재산권’이란 총칭에서는 민법상 재산권, 바꾸어 말하자면 물권과 채권의 양대 기둥109)

으로 이루어진 법적 지위가 연상되어 마치 지적재산권법 안에서도 채권적 관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이다. 민법이 다루는 현실 

세계에서는 재산권이 물권뿐만 아니라 그와 대등한 채권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지적 세계(知的 世界)에서는 채권적 관계가 물권적 지위와 전혀 대등하지 못하며, 

10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2. 9.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2호로 일

부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 제7호. 이 조문은 문화재청 소속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

학과장의 분장업무에 관해 상술하는 가운데 ‘소장유물 복원·복제품 등의 저작권․지

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호(號)이다. 
106)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등 다수.
107) 앞서 각주 85번에 설명한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결정.
108) 비교적 오래된 교과서들 중 1995년 출판된 윤선희, 지 재산권법 (세창출판사)는 2012년 

13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09) 민법상 재산권의 개념에는 준물권(準物權) 등 기타개념이 있으나,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문제시되는 대상만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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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지위에 완전히 종된 지위에 있거나 혹은 거의 대부분이 현실 세계에서의 

채권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환언하여 당해 대상을 배타적(排他的)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재산권법의 특징이 ‘재산권’

이란 문구 부분 때문에 상당히 희석된다는 흠이 있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세계에서의 채권, 즉 민법상 채권은 채무자에 의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설령 급무의 목적은 무형적(無形的)인 경우라도 항상 채무자라는 유형적 존재(人)가 

그 급부를 이행하는 매개체가 된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활동 무대인 지적(知的) 

세계에서는 이렇게 현실세계에서의 채무자와 같은 역할을 할 매개체를 찾기 어렵다. 

환언하여 혹자가 지적재산권법과 관련하여 채권관계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 급부의 

대상이 민법상 전형적으로 예상하는 유형의 작위․부작위가 아닐 뿐 실제로는 민

법상 채권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포섭하거나 적어도 채권법의 규정을 준용하면 충

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110) 가령 지적산물을 창출하기로 하는 약정, 혹은 지적산

물을 이전하거나 타인에 의한 활용을 허락하기로 한 약정 등이 그것들이다. 

나아가 지적재산권 법률이 권리자에게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대신 간혹 

처음부터 채권적 권리만 지적재산권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특허 출원

공개에 따른 출원인의 보상금지급청구권111)이나 일정한 방송․공연 등에 대한 실

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112)이 그것이다. 이들은 원래 부여될 수도 있었을 

물권적 지위, 환언하여 가칭 ‘지적물권(知的物權)’을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

적채권(知的債權)’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전자의 지적물권이 민법

상 물권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속성을 가졌음에 비하여, 후자의 지적채권은 민법상 

금전채권의 특수한 형태에 다름 아니다.113)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채권들이 차

지하는 비중은 지적재산권법 전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110)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경우는 아예, 금전 지급이라는 민법상 

전형적인 작위 급부에 속하는 것이다.  
111) 특허법 제65조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특허출원의 존재 및 그 출원의 내용을 

일반공중에 알리는 출원공개(出願公開)가 이루어진 경우 그때부터 출원된 발명을 고의

로 활용(‘서면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실시’)한 자를 상대로 나중

에 특허권자가 된 출원인이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다. 
112) 저작권법 제75조 내지 제76조의2,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서는 실연자․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의 방송․디지털음성송신 혹은 공연이 있을 경우 방송사업자․디지털

음성송신사업자 혹은 공연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13) 가령 특허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제766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특허법 제6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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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새로 등장한 ‘지식재산권’이란 용어

1. 용어 변경의 경위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이란 용어의 출발은 1998. 4. 28. 특허청이 종전 ‘지적

재산권’ 용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새로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데서 유래한다.114) 실제로도 위 시점 직후부터 특허청115)이나 

그 산하기관,116) 변리사 업계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일사분란하게 통일된 사용을 하였다기보다 여전히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도 

병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117) 

그러다가 2005년 5월경에 이르러 특허청은 이렇게 2가지 용어가 계속 병존하는 

현상이 국민 혼란만 초래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호대상인 ‘신(新) 지식재

산권’까지 원활하게 포섭하는 한편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트렌드에 맞추어 한국이 

‘지식재산강국’으로 부상하려면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용어로 총칭을 통일하고자 노력하였고,118) 그 노력의 결과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으로 연결되었다. 2011. 7. 20.부터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知識財産基本法)은 부칙 제2조를 통하여 다른 법률상의 ‘지적재산권’ 문구를 일

괄적으로 ‘지식재산권’으로 수정하였다.119) 참고로 일본에서도 2000년 무렵까지는 

114) 1998. 4. 28.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식재산 대약

진 정책’, 그리고 ‘intellectual property’의 한국 용어에 관해 각각 검토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지적재산’보다 ‘지식재산’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향후 관련 표현을 정정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이는 특허청 1998. 4. 29.자 “특허청, 특허행정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참조). 실제로 1998년 4월부터 특허청을 중심으로 위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증언으로는 이상정, “지적재산권법의 나아갈 방향”, p. 781 참조.
115) 가령 IMF시절인 1999년 특허청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이른바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에 

관해서는 지식재산21 (특허청, 1999. 1.) 중 ‘기획예산담당관실’란 참조. 
116) 가령, 당시 김수동 특허청장이 투고한 “IMF 난국 돌파를 위한 지식재산 대약진 정책”, 

발명특허 제266호 (한국발명진흥회, 1998. 5.), p. 14 등. 
117) 가령 최근진, “식물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지식재산논단 제1권 제1호 (한국발

명진흥회, 2004. 7.), 113면 이하 참조(여기서는 본문 속에서 2개 용어를 병용하고 있

기도 함). 반대로 ‘지적재산권’ 제하 간행물에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예도 

존재한다. 가령 이규택,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와 선진국 특허공세에 대한 국가적 대

응 방안 관련”, 지 재산권 제10호 (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2005. 11.) 28면 이하. 
118) 특허청, “�知識재산권� 용어 통일 필요성” (2005. 5. 특허청 홍보자료).
119) 앞서 말한 대로 민사소송법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제24조 등 총 22개 법률의 문구가 

이렇게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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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과서들이 ‘무체재산’,120) ‘지적소유권’121)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

는데 2003. 3. 1.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의하여 종전의 상이한 

총칭이 법적으로 강제 통일되었다고 한다.122) 통일하고자 한 총칭 용어가 일본에

서는 ‘지적재산권’, 우리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입법적인 구속력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공통된다.

2. 용어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한국에서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야심찬 기본법의 

목적123) 달성을 위하여 종전까지 학계와 행정부(특허청) 등에서 서로 다르게 채용

하고 있던 총칭부터 통일해야겠다는 의도 자체는 무척 타당하다. 아울러 특허청은 

해방 시점으로부터, 1980년 중반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이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산업재산권 분야를 지탱한 축이었고 지

금도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까닭에, 설령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라도 가장 

앞장서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존재함을 필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특히 이 글 서두에 간단히 언급했듯이124) ‘지식재산권’이란 용어가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간판부터 일신함으로써 오랫동안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논의에 강한 

영향을 끼쳤고 어떤 때는 심지어 그 논의를 좌지우지하여온 일본과 미국에서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논의로부터 벗어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면이 있다.125)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일이라면 모르겠으나 지적재산권법 총칭 

변경에는 극히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학계로부터 유력한 비판이 있었고,126) 

필자가 그것에 더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127)

120) 紋谷暢男, 無体財産法概論 (第9版 補訂第2版), 有斐閣 (2003).
121) 小野昌延, 知的所有権 (第5版), 有斐閣 (2000).
122) 이상 일본에 관한 설명은 長沢幸男, “知的財産権に関する訴訟の特徴․種類について”, 

知的財産法の理論と実務 1 (特許法Ⅰ), 新日本法規 (2007), p. 3에서 인용함.
123) 지식재산기본법 제1조 참조.
124) 각주 8번 참조.
125) ‘지식재산권’이란 용어가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그간 수동적으로 답습해 오던 용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며 지식기반경제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한국지식재

산연구원 종사자의 설명으로는 윤권순 외 2인, 전게논문, p. 46.
126) 아래 각주 129번 및 138번 및 해당 부분의 본문 설명 참조.
127) ‘재산권’이란 문구가 지적재산권법 안에서 가칭 ‘지적채권(知的債權)’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은 앞서 ‘지적재산권’ 용어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은 줄인다. 아울러 1998. 4. 28.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용어로 총칭을 변경



138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4호 (2012. 12.)

첫째, 종전의 ‘지적재산권’은 일본식 표현이고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국의 ‘지

식산권(知识产权)’과 마찬가지로 정통 한자식(漢子式) 표현에 맞는 표현이라고 옹호

하는 논리 부분128)은 지극히 의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로부터 위 ‘지식

산권’이란 문구 자체가 지적재산권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다는 비판129)이 

일찍부터 있었으므로 필자는 여기서 다른 측면의 비판을 하고자 한다. 중국이 점차 

미국에 맞먹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130) 비록 이미 여러 면에서 한국을 능가

하는 대국일 수는 있어도 아직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까지 그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류나 온라인게임 등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사안에서처럼, 한국은 보호수

준이 일면 개도국에 가깝도록 여전히 미진한 중국의 그것을 상향하도록 요구할 

선도국가의 입장에 가깝지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논의에서 중국의 논의까지 참작

하여131) 우리가 수동적으로 수용하여 할 상황은 적어도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132) 

둘째,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UN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133) 설립협약이나 그 저작권

할 때 제시되었던 근거들 중 하나로 ‘지적(知的)’이란 문구가 지적(地籍)과 자주 혼동

된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이는 윤권순 외 2인, 전게논문, p. 36 및 38, 아울러 

김명신, 이제는 지식재산이다(매일경제신문사, 2011. 12.) 중 part1. 11. 부분참조}, 하

지만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가 총칭 변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는 믿기 어

렵고, 설령 그렇게 고려되었더라도 이는 심도 있게 반박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28) 특허청, “�知識재산권� 용어 통일 필요성”, p. 5. 
129) 이상정, “지적재산권법의 나아갈 방향”, p. 781.
130) 이것은 지적재산권법의 냉엄한 현실에서는 현재의 미국이 그러하듯이 조만간 중국도 

통상거래문제와 직결시키는 방법 등으로 자국의 지적재산권법 논리를 거의 그대로 

타국에 이식할 기회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131) 중국을 향한 지적재산권 강화요청을 위해 그들의 논리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우리 자신의 지적재산권법 논의를 그들의 그것에 맞추어 나가거나 유력하게 참고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132)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중 근대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일본의 위치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의 총칭을 비롯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법률용어의 출발이 사실 일본인에 의한 서양 법률용어 번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당장 더 시급한 과제는 오히려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조문과 외형상 동일하다고 하여 우리 특정 조문의 다양한 해석가능

성에 불구하고 우리 학설 및 판례가 일본의 그것들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경향일 것

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앞서와 같은 법률용어의 독자성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

겠지만, 더 시급한 과제를 제쳐두고 이루어진 총칭변경은 단지 간판만 새로 바꾸어 

달았을 뿐이라는 회의론을 야기할 수 있다.
133) 상표법 제7조에서 이를 여전히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 표현하고 있음은 이미 설명하

였지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로 표현한 사례 역시 비록 시행령에 불과하지만 3건 존재

한다. 가령 현행의 것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2. 1. 20.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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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WCT) 등에 가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어휘적으로 ‘지적(知的)’이라는 의미에 

분명 더 가까운듯한 ‘Intellectual’을 ‘지식(知識)’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의문이다. 

원어가 ‘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하여도 한국에서 얼마든지 단순한 직역어가 아

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용어로 변용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적절하지만, 이미 

비교적 무난한 ‘지적(知的)’이란 용어를 오래 사용하고 있음에도 굳이 그것을 떠난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법 밖으로 눈을 돌리자면, ‘지식’이란 

용어는 현재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는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특허청 직근(直近) 상급기관으로 새로 명칭을 전환한 ‘지식경제부(Ministry of Knowledge 

Economy)’의 예들에서처럼 아무래도 ‘knowledge’가 너무 쉽게 연상되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관련 외래어로 취급된 ‘Intellectual’와는 관념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유행어를 쫓는 느낌이다.

셋째,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이란 새 용어를 등장시킬 무렵 종래 지적재산

권법의 분류법도 바꾸어 특허·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분야·저작권 분야라는 기존의 

2대 분야와 더불어 ‘신(新) 지식재산권’ 분야를 나란히 놓는 3분법을 제시하였는데134) 

이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용어인 ‘신 지식재산권’이 등장하였다.135) 살피건대 

지적재산권법의 외연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 결과 새로 

포섭될 대상은 기존의 법리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따로 검토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

지만 산업재산권 분야와 저작권 분야의 대별은 등장시기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성질상 차이에 의한 분류이므로, 시간적인 차이를 가진 신지식재산권을 성질상의 

차이로 분류한 산업재산권 분야 및 저작권 분야와 병렬하는 제3의 분야로 설명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위 제시에 따르면, ‘신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식물 신품종․생명공학과 같은 첨단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 등 산업저작권, 영업비밀․멀티미디어․뉴미

디어 등 정보재산권 등이 예시되고 있으나, 이것들 대부분은 이미 성질상 분류에 

통상부령 제1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6항 제5호 등이, 과거의 것으로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및 

제27조가 있다.
134) 특허청, 발명과 특허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2006. 2.), p. 112의 지식재산권 체계도 

참조. 
135)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이런 신지식재산권을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기본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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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나뉜 산업재산권 분야 혹은 저작권 분야 ‘안’에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등장한 

객체에 불과하거나136) 혹은 하이브리드(hybrid)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기존의 

분야 중 어디에 완전히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객체이므로 그에 대한 보호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법리와 저작권 법리 등에서 적절한 

부분을 찾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충분하지 달리 더 좋은 방

법을 찾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137)

넷째, 가장 중요하게는 이 글 앞에서 구체적 예를 들면서 누누이 말한 대로 불과 

몇 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또 한 번의 총칭 변경 때문에 특히 지적재산권법 밖의 

외부인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특허청이 지난 1990년경 ‘지적

재산권’으로 총칭을 변경한 뒤 어렵게 학계에까지 그 용어가 정착되었고 그 이후

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한국 지적재산권법 발전 역사에서 실질적으로는 과반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하더라도 조금의 과장도 없는 결정적인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외부에까지 정착되어 그나마 혼란을 면하게 된 시점에서 다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새로운 용어로 교체한 것은 아쉽다. 이 점 때문에 한국 학계에서도 유력한 

반대의 목소리138)가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2005년경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주창한 때로부터 따져보아도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의 발효 

시까지 6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반문할지 모르나, 가령 

‘무체재산권’처럼 이미 완전히 사라졌을 것 같은 가장 오래된 총칭조차 아직 한국의 

136) 가령 식물 신품종․생명공학․컴퓨터프로그램․멀티미디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7) 이런 하이브리드적인 것은 그 속성상 분류 자체가 어렵고 어떤 경우 그 등장을 예상

하기조차 어려운 것인데 미리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하이브리드적인 것이 

등장하면 그때 그 속성을 검토하여 특별입법이나 기존법률의 변형으로 처리하면 충분

하며, 이미 우리는 종자산업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

여 이런 처리의 경험이 있다.
138)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일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여 왔을 뿐으

로 학계는 물론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음

에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적 견해로는 박성호, “지식재산기본법” 

지정토론문, 디지털 환경에서의 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포럼 자료집, 2009. 11. 25.), p. 93 이하 참조. 아울러 중국은 ‘지식산권(知识

产权)’, 대만은 ‘지혜재산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지적재산권’이란 

공통용어를 쓰는 이상 오히려 ‘지적재산권’이 그나마 가장 공통된 국제용어에 가까우

므로 그렇지 않은 중국식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현재 지적재산권법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장차 법안이 추진될 경우에 ‘지적

재산기본법’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

법의 새로운 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문화체육관광부․한국

저작권위원회 2009. 11. 25.자 제1회 저작권 포럼 자료집 발표문), 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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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행법령이나 소수의 최근 판결에서 계속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주 세부적인 법제도라면 몰라도 거대한 법률 분야의 총칭이란 한번 

정착되고 나면 다시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139) 이미 약 20년 전 ‘지적소유권’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다소간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으므로140) 금번 ‘지식재산권’으로의 재(再)변경에서는 

더욱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용어 변경 추이를 지켜보자면 

앞으로 일정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업무의욕을 가진 행정담

당자141)에 의해 이번 ‘지식재산권’ 용어의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다시 부정하면서 

또 다른 용어로 재재(再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은 더욱 문제이다. 

덧붙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처럼 지적 창조가 아니라 단지 노력과 투자의 결과

물도 시기적으로 나중이었지만 결국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보호하게 된 사실을 

근거로 ‘지적재산권’이나 ‘지적소유권’ 중 ‘지적(知的)’이란 문구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일본의 유력한 견해가 있다.142) 비록 일본에서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가 

등장한 바 없지만 만일 위 견해의 지적이 옳다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떠난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새로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첫째 ‘지적’과 달리 ‘지식’이 단순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물을 포함

하는 넓은 의미인지부터가 다소 불명확하다. 굳이 위 견해를 받아들이자면 가장 

오래된 용어인 ‘무체재산권’이 무미건조하다는 단점만큼이나 개념상 넓다는 장점이 

있는 이상 그 용어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용어는 채권까지 포함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적절하지 않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둘째 일본의 위 견해는 지적재산권

139) 이와 관련된 간단한 통계치가 있는바, 2010. 7. 23.기준으로 학술사이트나 일반 검색

엔진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대 ‘지식재산권’의 용어들의 사용빈도를 검색해본 결과 

한국학술정보에서는 89.1:10.9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전자 용어의 사용빈

도가 크게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윤권순 외 2인, 전게논문, p. 38.). 
140) 1990. 2.경 특허청에서 용어를 ‘지적재산권’으로 고쳐 부름에 따라 학계 등에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으로는 정진섭․황희철, 전게서, 5면.
141) 특허청장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외형적 업무성과에 치중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는 박성수, “지적재산권의 세계화와 우리의 과제”, 스티스, 통권 제92호

(한국법학원, 2006. 7., 이 논문은 2006. 6. 22. 개최된 한국법학원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한국법의 세계화-에서의 발표문임), p. 287.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국 지적

재산권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제반사정과 발맞추어 특허청장의 지위 역시 

안정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142) 中山信弘, 特許法,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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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섭대상이 점차 확장된 현상의 한 단면을 들춘 의미 있는 지적이지만, 총칭에 

관한 논의 차원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기 한참 이전부터 지적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상이 보호범위에 포함되었

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이란 총칭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즉 상표 분야에서 

보호되는 표지(標識)의 경우 처음 특정한 표지를 정할 당시 지적(知的) 활동이 전

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허발명이나 저작물과 비교할 때 상표를 궁리하여 지정

한 지적활동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143) 그런 상표궁리의 지적활동

이 아니라, 이를 상품에 부착하여 일반공중에서 식별력을 갖게 하였거나 갖게 할 

예정이어야 부여되는 상표권이 보호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식별력 취득에 관한 상

표권자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데이터베이

스 등의 추가등장을 근거로 지적재산권의 총칭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그럼 왜 상

표를 포함하고서도 계속 ‘지적재산권’이라 칭할 때 별다른 이견이 없었는지 반문

하게 하는 것이며 새삼스러운 느낌마저 없지 않다.

VI. ‘지적재산권법’이냐 ‘지적재산법’이냐의 문제 고찰

1. 문제의 의의

용어 사용에 관한 논쟁의 한편에서 또 다른 다툼이 될 만한 것은, ‘지적재산권법’

이라는 칭호 중에서 권리를 지칭하는 ‘권(權)’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말고 ‘지적

재산법’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 여부이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후자의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견해가 있다.144) 이 견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과 다르게 권리부여방식(權

利附與方式)이 아니라 행위규제방식(行爲規制方式)으로 규율하므로 부정경쟁방지

143) 이것은 저작물의 경우 창작이 종료하는 즉시 저작독점권이 부여되고, 특허발명의 경우 

등록주의 관계로 비록 특허독점권은 아니지만 발명이 완성하는 즉시 발명자권(發明

者權)이 부여됨에 비하여, 상표의 경우 상표를 궁리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상품과 결

부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44)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정보법

학회, 2011. 4.), p. 193 각주 2번. 이와 같은 견해로는 임상민, “지적재산법상 보호되

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무단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의 성부”, 스티스, 통권 

제132호 (한국법학원, 2012. 10), p. 134 각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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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포섭하는 총칭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쓰는 것은 정확한 용례가 될 수 없

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권위 있는 저술 중 하나145)에서 오래전부터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재산법’이라고 표기하고 있었지만 그런 태도를 취한 예가 희소한 

편이었던 데다가,146) 그동안 간혹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 상표권의 대상인 상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등을 망라하여 지적재산권의 객체들 자체를 가리키기 위

하여 ‘지적재산’이라고만 칭한 경우가 왕왕 있었으므로147) 그런 용례의 일부라고 

여겨져, ‘권(權)’이라는 자구가 있고 없음은 한국의 다른 학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한 

문제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위 견해와 같은 근거를 

내세워 ‘지적재산권법’이라기보다 ‘지적재산법’이라고 칭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입장

인 듯하다. 

위 견해는 예리한 문제 제기일 뿐 아니라, 최근 ‘지식재산권’으로의 총칭변경 

때문에 어차피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

려할 때 아주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한국에서는 ‘지적재산법’이라기보다 

‘지적재산권법’으로 그대로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에서이다.

2. 위 문제에 관한 사견의 근거

  가. 부정경쟁방지법이 ‘행위규제형’이라는 의미

(1) 국내의 견해 비판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이라고 지칭하자는 앞서 견해는 한국 부정

경쟁방지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권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그렇게 단정하기 

곤란하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특허법․저작권법과 많은 차이가 있음은 물론, 

널리 광의(廣義)의 상표분야(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망라한 영역을 가리킴)에서 

145)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 재산법, 12정판 (세창출판사, 2012)이 그것으로, 이 책

은 1996년 초판(송영식․이상정 공저) 발행 시부터 위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
146) 위 책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란 용어 대신 ‘지적재산법’이라 칭한 

3∼4건의 예가 발견될 뿐이다.  
147) 가령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 재산 소송실무,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0. 

1.)이 좋은 예이다. 여기서 ‘지적재산’은 특허(발명)․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법의 객체를 망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위 책자의 목차나 그 내용상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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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위치에 있는 상표법과도 다소간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허법․

저작권법․상표법은 각각 특허권․저작권․상표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고 이런 권리

는 가장 전형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각 법률이 미리 정한 특정한 기간 동안 발명․

저작물․등록표지라는 각 대상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독립하여 양도하는 등 

처분이 가능하다. 그것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렇게 처분이 가능한 가칭(假稱) 

‘부정경쟁방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가령 주지․저명한 표지보유자라는 사실상 

지위가 있는 자에게 그 표지에 관한 혼동을 초래할만한 부정(不正)한 행위에 대항

하여 그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지위로부터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차이를 들어 우리의 통설,148) 

판례149)는 ‘상표법이 권리부여형(權利附與型)임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

규제형(行爲規制型)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 통설의 설명 중 ‘독점배타적인 사권’, 판례의 설명 중 ‘독점적인 사권’

이란 문구에서 암시되듯이150) 위 권리부여형에서의 ‘권리’란 민법상 물권과 같이 

배타적으로 그 대상을 지배하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절대적 지위를 의미

하는 것일 뿐, 권리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통설․판례가 

부정경쟁방지법을 행위규제형이라고 칭하더라도 그것은 특허법상의 특허권이나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등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가칭 ‘부정경쟁방지권’이라는 

양도가능한 물권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 그것이 아닌 권리는 부정

경쟁방지법도 부여하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어도 타인의 

부정행위를 배제할 금지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

148) 송영식, 전개서, p. 408. ‘주지표지 일반의 모용행위를 규제(행위규제형)함으로써 부정한 

경쟁행위를 억제코자’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상표법은... 독점배타적인 사권을 

부여(권리부여형)하여 그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49) 이는 외의로 헌법재판소 결정(2001. 9. 27. 선고 99헌바77)이다. 헌법재판소는 상표법에 

의해 처벌될 사안이 아니라도 그와 차이가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

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

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양법의 보호대상 및 방법에 

관한 차이를 수반한다.”
150) ‘독점배타적인 사권’이란 문구에 관해서는 위 각주 148번, ‘독점적인 사권’이란 문구에 

관해서는 위 각주 149번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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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등’ 참조)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고,151) 이것은 우리 법체계상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속함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법 영역 내에

서는 무엇이 ‘권리’인지 스스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해서는 모법(母法)역

할을 하는 민법의 해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위 견해가 한국 지적

재산권에서의 ‘권(權)’이 반드시 앞서 민법상 물권에 준하는 지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면, ‘채권법’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민법상 권리개념을 전제로 총칭을 운용

하고 있는 우리 사법(私法)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오는 것이다. 앞서 ‘지적

소유권’이란 용어 중 ‘소유권’이 일종의 비유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 것과 

여기서의 비판을 구별하여야 한다. 사견으로 지적재산권 총칭에 있어 적절한 용어란, 

민법을 기반으로 한 사법(私法) 전체의 일부로서 그 논리에 호응하는 것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의 오랜 관행이 굳어져 사법의 다른 영역 종사자들에게 그 

관행의 취지가 전파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앞서 ‘소유권’이란 문구가 후자의 

관행에 속한다면, 여기서 ‘지적재산’은 그런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152) 

전자의 논리에 호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질적(異質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소정의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것 중심의 법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참고로 아예 지적재산권의 영역을 벗어나

면서도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과 친숙한 관계에 있는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라면 

권리가 아니라 각종 공적 규제(公的 規制)가 중심이므로 위 견해처럼 ‘권리’라는 

문구가 적합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53)  

151)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여된 금지청구권은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과는 달리 시효가 존재하는 등(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정책상 인정된 특수한 권리로 

풀이될 뿐,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권리자에게 물권적 지위 자체를 인정한 결과가 아

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준석,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스티스, 통권 제114호 (한국법학원, 2009. 12.), pp. 

163-165 참조.
152) 만일 역사(歷史)를 가정하여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지적재산’이란 용어가, ‘지적재

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이란 용어가 각각 한국에서 널리 통용되었었다면 필자도 

한때 널리 사용되었던 ‘지적소유권’이란 용어의 ‘소유권’이란 문구를 앞서 논평하였던 

것처럼 호의적 태도를 취하였을 것이다. 
153)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경쟁법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공정거래법과 나란히 놓는 체계를 취하므로 그곳에서라면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심이 권리가 아니라 공적 규제라고 파악할 여지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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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에서의 비슷한 유력설 비판

일본에서도 상표법 등이 권리부여형임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규제형

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154) 나아가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재산법’이라고만 표기한 예가 다수 발견된다.155) 이런 예에는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 분야에서 최고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나까야마(中山) 교수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어 오히려 ‘지적재산’이라 표기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더 유력한 입장인 듯하다. 

그러나 필자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행위규제형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은 일본에서도 사정이 동일하다. 일본 부정

경쟁방지법 역시 ‘권리’에 관한 일본 민법의 개념상 그에 해당함이 분명한 금지청

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박에 미리 대응하려는 듯, 일본학자의 설명은 

행위규제형과 대별되는 ‘권리부여형’에서의 권리를 물권적 권리로 미리 한정하고 

있다.156) 그런데 이렇게 ‘권리’에 관한 법률(민법)상의 개념을 거부하면서도 별도로 

제시된 논리가 타당하려면 일본 민법상의 권리 개념과 구별되는 지적재산권법만의 

‘권(權)’에 대한 독특한 관행, 즉 그런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여

하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관행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본의 관행은 ‘지적재산권’하면 대체로는 특허권․저작권과 같은 물권적 독점권을 

염두에 두면서도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의 권리까지 아우른 포괄적 용어로 여겨

오고 있었다. 1934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부정경쟁

방지법까지 포함한 총칭을 ‘지적재산권법’이라고 칭하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적재산권법의 대상을 살펴보니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민법상 권리개념에 불구

154) 가령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0. 8.), pp. 14-16 등.
155) 가령 牧野 利秋 外, 知的財産法の理論と實務 1∼4 (新日本法規, 2007. 6.); 角田政

芳․辰巳直彦, 知的財産法 (有斐閣, 2012); 小泉直樹, 知的財産法入門 (岩波書店, 

2010); 田村善之, 知的財産法 (有斐閣, 2010); 澁谷達紀, 知的財産法講義 II (有斐閣, 

2007. 6.). 논문으로는 앞서 본 玉井克哉, “知的財産法(l)- ｢知的財産｣ の意義, 市場

の秩序と営業標識” 참조. 아울러 中山信弘, 特許法 (같은 책, p. 6 ‘上位概念として

の知的財産法’ 부분 등 다수)가 같은 용어를 따르고 있다. 다만 혼동하지 말 것은 

위 논자들 상당수가 총칭은 ‘지적재산법’이라고 칭하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에서 

독점권을 지칭할 때는 부득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156) “권리부여법이란 어떤 종류의 정보를 마치 물건인 것같이 보고 그에 소유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는 中山信弘, 特許法,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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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더 이상 지적재산권의 ‘권(權)’에는 해당하기 어렵다면서 ‘지적재산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157)

다음으로, 일본 그들의 사정에 불과하지만 위 학계의 입장은 그들의 실정법인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158) 즉 위 기본법 제2조 제2항

은 ‘이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육성자권(育成者權)159)․

의장권․저작권․상표권 그 외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법령에 의해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명시하여 지적재산권의 범주를 

단순히 물권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아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바, 표지에 관한 권

리자의 이익을 소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권리’에 속하거나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적어도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160)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끝으로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이 맞는다고 강변하는 일본 학자

들의 논리가 가진 가장 큰 결함은 그들 스스로의 주장내용에 드러나 있다. 그들 

주장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행위규제형인 부정경쟁방지법과 대립되는 권리부여형인 

법률들 중 가령 ‘특허법’과 같은 법률은 물권에 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성격을 

드러내는 ‘특허권법(特許權法)’이어야 타당한 명칭이 된다. 일본 학자들은 ‘지적재산

권법’의 용어 중 ‘권(權)’이라는 자구 하나가 지적재산권법을 이루는 특허․저작

권․상표의 3가지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비중이 낮은 상표분야, 그것도 그 분야의 

일부에 불과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자못 의미심장

하게 위 자구를 제외하려 하고 있는바, 그 시각에 맞추어 본다면 그보다 더 흠결이 

큰 부분은 일본에서 특허권에 관한 법률을 ‘특허권법’이라고 칭하지 않고 ‘특허법’

이라 칭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161) 그럼에도 위 일본학자들 중 이에 관한 

157) 가령 中山信弘 編著, 知的財産権研究 IV (東京布井出版, 1999. 11.)는 부정경쟁방지법 

논문 등 다수의 글을 모은 것인데 동 편저자는 서문 등에서 ‘지적재산권법’이란 통칭을 

사용하고 있다. 
158) 물론 지적재산기본법에 관해서는 일본의 학계에서도 나까야마 교수를 비롯하여 유력한 

반대가 많다. 그럼에도 여기서 필자가 기본법과 충돌됨을 지적하는 것은 일본 학계 

일부가 ‘지적재산’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그 논리의 타당성은 별개로, 지적재산권법 

총칭에 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용어를 낳아 혼란만 부르는 결과가 될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159) 육성자권은 한국의 종자산업법 상의 품종보호권에 대응한다.
160) 知的財産基本法（平成14年 法律第122号）第二条 2. “....法律上保護される利益に係

る権利...”
161) 혹시 그들이 (앞서 필자가 IV. 2.에서 지적한 대로) 특허법은 특허권이라는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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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지적은 발견하기 어렵다.162) 

사실 앞서 본 ‘행위규제형’이니 ‘권리부여형’이니 하는 말은 그 대상에 관해 100%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라기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특징을 포착하여 

단순화한 용어 내지 분류에 불과한 것이다. 설령 ‘지적재산권법’ 용어 중 ‘권(權)’이 

물권적 지위를 의미한다는 일본 학자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때의 ‘지적재산권법’이란 용어 역시 모든 대상에 100% 정확히 일치하는 총칭으로 

접근하기보다 그 대상들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상징화한 용어일 뿐이라는 사

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야 옳다.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1년이 다르게 새로운 대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대상과 위 총칭이 불일치한다고 총칭 자체의 부

당함을 새삼스럽게 지적할 것은 아닌 것이다. 

실로 광범위한 대상을 포섭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총칭은 잘해야 지적재산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담아낼 수 있을 뿐이지, 그 전체 대상을 빠짐없이 포괄하는 

개념이 결코 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단적으로 ‘저작인격권’이라는 예에서도 확인된다.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그리고 ‘지적재산’이라는 

총칭 모두, 저작권 영역에서 나름 중요한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을 전혀 포섭하지 

못한 용어들인 것이다. 

  나. 또 다른 총칭이 등장하여 초래할 혼란의 우려

이상에서 종래 쓰이던 ‘지적재산권법’ 대신 ‘지적재산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이미 널리 쓰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나 그것과 같은 취지인 국내의 일부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런 검토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런 용어의 변경이 

권리뿐만 아니라 출원공개시 출원인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도 발명

자에 대한 동기부여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일본 특허법 제65조)을 용케 들어 ‘특허법’

이란 용어가 맞는다고 옹호한다면, 이번에는 ‘저작권법’의 경우 (역시 앞서 지적한 대로) 

‘저작권’이라는 물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상업용 음반(商業用 

音盤)의 방송․유선방송(有線放送)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에도(일본 저작권법 제95조 및 제97조 참조) ‘저작법(著作法)’이 아니라 ‘저작권

법’이라고 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62) 일본에서 특허법 등이 제정된 것은 오래전인 19세기의 일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전체 

총칭을 ‘무체재산권법’ 혹은 ‘지적재산권법’이라고 ‘권(權)’을 넣어 호칭하면서도 개별 

분야에서는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 등으로 칭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 입법의 우연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짐

작되는데,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려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굳어온 

것을 그 일부 실체가 불일치한다고 바꾸려는 태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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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혼란이 훨씬 크리라는 점이다. 종래 쓰이던 ‘지적재산권

법’이라는 용어에 반대하면서 ‘지적재산법’이라고 칭하여 ‘권’을 제외하려는 입장과 

새로운 ‘지식재산권법’으로 바꾸려는 입장이 어느새 서로 결합하여서인지 한국의 

일부 실무에서는 ‘지적재산법’이나 ‘지식재산권법’도 아닌 ‘지식재산법(知識財産法)’

이란 또 다른 신조어까지 혼란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163)이다. 

‘무체재산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지식재

산권’이라는 용어가 차례로 바뀌어 온 연혁과 입법․사법․학계의 실례를 앞서 자

세히 분석하면서 드러났듯이 총칭으로 쓰이는 용어는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끼리의 

약속문제이기 이전에 오히려 외부인들과의 약속 내지 그들에 의한 지적재산권법의 

특정(特定) 문제이다. 설령 더 좋은 의미를 가졌더라도 총칭을 새로운 것으로 쉽게 

변경하는 것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인식의 제고(提高)를 기대할 수 있다기보다 변

경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 그리고 그런 혼란을 겪은 외부인들의 마음속에서 지적

재산권법 전체에 대한 긍정적 신뢰와 평가를 저해할 뿐인 것이다. 

  다. 영미법과 다른 한국법 체계의 고려 필요성

일본이나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법’이냐 ‘지적재산법’이냐의 논란을 분석하는 

기회에 함께 언급하여야 할 논점은 영어로 지적재산권을 지칭할 때 그냥 ‘Intellectual 

Property (IP)’라고 할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이라고 할지의 문제이다. 

이것은 단지 한국과 관련 없는 문제가 아니라 ‘IP’ 혹은 ‘IPR’이라는 영어 용어 

중 하나를 취사선택한 국내의 화자(話者)들이 제각각 이를 직역한 ‘지적재산’ 혹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로 국내에서 통용함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영미권에서는 전자로 칭하는 경우가 후자로 칭하는 경우보다 더 

일반적인 듯하다. 즉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란 우리 용어들의 형성에 결정

적인 영향을 준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총칭(總稱)에 관하여 ‘Intellectual Property’

라고 할 뿐 ‘intellectual property right’라고 총칭하는 예가 드물다. 즉 확고한 원칙

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용어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총칭이라기보다 그 분야에서 인정되는 권리 자체, 즉 의미상 

163) 간혹 우리 ‘지식재산기본법’을 ‘지식재산법’으로 약칭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

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지칭하면서 ‘지식재산법’으로 칭하고 있는 실례로는 한

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지식재산법 협회, David W. Hill 신임회장 선출” 보도 

(2010. 11. 10.자 ‘세계동향’ 요약보도 기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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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야의 권리{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를 의미하는 경우가 훨

씬 많다. 미국에서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문구를 주로 사용한다는 상황만을 

고려하면 우리도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견 

서로 일맥상통할 것 같지만, 이는 오해이다. 

국가의 과도한 통제나 군주의 폭압(暴壓)에 대항한 방어적 대응개념으로 일찍부터 

정립된 기본권 내지 공권(公權)의 영역에서라면 영미법의 개념 발전이 결코 독일의 

그것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선 면이 있지만,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영미의 법학은 판례법을 근간으로 법정에서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발달해왔지, 

독일식 판덱텐 법학에서처럼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개

별적 의무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상호간의 경계가 명확한 논리체계에 별로 친숙하지 

않다.164) 민법에 있어서도 한국은 총칙(總則)을 출발점으로 삼아 물권, 채권으로 

대별하고 다시 물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또 다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으로 하나하나 세분해나가는 독일법의 치밀한 논리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영미의 민사법(property law나 contract law 등)에서 이렇게 엄정하게 파악해나가는 

논리를 발견하기 힘들고, 지적재산권법과 친숙한 미국 물권법(property law) 영역

에서는 물권의 종류를 법률로 미리 한정하는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조차 판

례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165) 

개별적인 권리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법적 논의의 중심이 

아니었던 영미 사법의 특징 때문인지 우리의 ‘물권법’에 대응하는 법 분야에 관해

서도 ‘property right law’라고 하기보다 ‘property law’ 혹은 ‘law of property’라고 

총칭할 뿐인데, 이때 property란 권리의 대상인 물(物)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권리(ownership)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166) 나아가 영미에서도 지적재

164) 이런 영미(英美)식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Henry E. Smith, “Property as the 

Law of Things”, 125 Harvard Law Review 1691 (May, 2012), pp. 1691-1700. 
165) 미국은 판례법 국가인 만큼, 한국의 물권법이라는 성문법 상의 물권법정주의 규정에 

대응하여,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면 물권법정주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판례는 이것을 명확히 인정한 적이 없고 학자들의 관심대상도 아니었다. 

이는 Thomas W. Merrill & Henry E. Smith, op. cit., pp. 3-19. 
166) 73 C.J.S. Property § 1 (Corpus Juris Secundum, Westlaw database updated September 

2012). 주지하다시피 영미의 Property 개념은 판례법을 통해 발달해왔다. 독일식 법학에 

익숙한 사고를 가지고 Property 개념을 그 사고체계에 맞추어 ‘억지춘향 식’으로 확실

하게 분류하려는 데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몇 가지 판례가 일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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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입문자에게 그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그

들의 물권(property)을 서로 비교대상으로 자주 삼는데, 이런 비유적 설명에서도 

위와 같은 ‘property law’에서의 기본개념이 ‘intellectual property’ 중 ‘property’에 그

대로 투영된다.167)

그럼에도 만일 혹자가 영어로 (앞서 말한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를 지칭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체의 총칭을 뜻하는 용어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 칭하고 있다면, 이것은 권리(right) 중심의 법체계를 가진 

독일법적 사고가 국제기구에서의 합의 등 세계화 과정을 거치며 공인된 것이거나 

혹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법제에 속한 화자(話者) 자신의 시각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빌어 표현한 것들인 때168)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

모순되어 보이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러나 그 표현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드

러냄으로서 여기서의 설명을 보충하고자 한다. “Property의 법적 정의는 단지 특정한 

유형물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보다 자주 그 유형물에 인정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을 의미하며 이런 권리의 다발에는 특정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권리

가 포함되어 있다.”, “Property 개념은 단지 유형적․물리적 자산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데, 권리나 법률상 이익과 같은 무형적 실체가 포함될 수 있다.”, “법적 정의를 

내리건대, Property는 특정한 물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체로 존재하는 

권리와 법적 이익을 언급한다.”, “Property는 단지 그 소유(ownership)나 점유(possession)

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하는데 관한 적법하고 제한

받지 않는 권리를 포함한다.”, “정확한 법적 의미로, Property는 권리의 집합(collection of 

rights)에 다름 아니다.”, “진정, 법률상으로 Property는 그 유형물이 아니라 그 대상에 

관해 적법하게 부여된 권리 및 법률상 이익 혹은 사실상 지위이며 이로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제한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상 다양한 판례상의 표현

들은 모두 63C American Jurisprudence Second Edition Property § 1 (Westlaw database updated 

August 2012)에서 재인용함.
167) 가령 “유형물(tangible objects)과 그 안에 구현된 무형의 물권(intangible property)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 비하여, 지적재산권에서의 권리(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유형물에서의 물권과 구별되고 독립되어 있다. 가령 어떤 이가 타인에게 편지를 보

냈을 경우 그 잉크와 양피지에 관한 물권은 편지 수신자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그 

편지에 관한 지적재산권에서의 권리는 저작자인, 편지 보낸 자에게 남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Lionel Bently & Brad Sherman, Intellectual Property Law 1-2 (2001). 

이는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9th edition (West June 2009)에서 재인용. 
168) 이와 흡사하게, 유럽 쪽의 학자가 미국의 저널에 발표한 문헌에서 ‘Intellectual Property 

Law’라고 칭한 예를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Christoph Papenheim & Martin 

Schulte, “Sale and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siness Laws of Germany 

(Westlaw database updated May 2012) § 3:33 및 James Turney, “Defining the Limits 

of the EU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imacy of 

Securing Optimal Innovation”, 3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179 (spring 200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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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한국이 영미법계의 국가 중 하나라면 모르겠으나 아직 분명하게 독일법계

를 따르고 있고 (비록 한국 지적재산권법 분야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미국법적 

사고방식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크지만)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은 지적재산

권법만의 명칭이 아니라 전체 한국법 체계의 일부로서 더욱 의미가 큰 것이므로 

영미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및 ‘Intellectual Property law’라고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것을 바로 받아 ‘지적재산’ 혹은 ‘지적재산법’이라고 하기보다 ‘지적재

산권’ 및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하여 ‘권리’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용어 구사라고 생각된다. 

VII. 결  론

이번 연구는 서두에 밝힌바 대로, 지적재산권법의 내용이 계속 확대되는 까닭에 

연구자가 우선적인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개별 이슈에서 스스로 벗어나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 데 있었다. 그 중에서 이번 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 다름 아니라 한국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어떻게 호칭할 지를 

규명하는데 시종일관 중심이 있었는데 그런 규명의 과정은 사실 한국 지적재산권

법의 뿌리 찾기와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런 규명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지적재산권법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즉 총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

까지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순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강제로 

이식된 것인데, 채권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 혼동을 초래하여 적절치 않다. ‘지적

소유권’은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부득이 한국 지적재산권법이 가장 급변하

던 시점에 미국의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경 이후 특허청의 주도로 ‘지적재

산권’이란 새 용어가 정착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총칭이다. 

나아가 작년에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새 용어를 사용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체재산권’과 같이 일본 강점기에 의해 강제로 이식되었고 

개념 혼란의 여지가 지나치게 큰 용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적소유권’, ‘지적재

산권’, ‘지식재산권’ 어느 것이나 나름의 장점이 있는 한편 다소간의 흠이 있어 다른 

용어의 결함을 쉽게 꾸짖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적소유권’은 지적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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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의 

존재 등을 누락한 흠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보호대상을 거의 빠짐없이 포

섭한 반면 무형(無形)의 지적세계에서는 민법의 현실세계와 달리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환언하자면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혼란만 없다면 위 3가지 

중 어느 용어나 총칭으로 사실 무방하다는 것이 사견이며, 총칭에서는 그것이 내

포한 논리의 정교함보다 오히려 통일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한국에서 지나치게 자주 총칭이 변경됨으로써 특히 지적재산권

법 외부인들에게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여 왔다는 점을 이 글은 아주 상세하게 구

체적인 입법․사법에서의 오류 등을 찾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에 위 4가지 용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여야 한

다. 현재 입법이 제각각으로 어지럽다는 점 등 실제 상황은 답답하지만 총칭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외, 시원한 묘안은 있을 수 없다

고 본다. 

첫째, 바로 작년에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명칭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이를 다시 

입법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하거나 국가가 오락가락 행동하여 법률 변

경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분간은 개정법에 따른 추

이를 진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이상 과거 ‘지적소유권’

에서 ‘지적재산권’으로의 이행에서처럼 점차로 새로운 용어가 뿌리내리는지 모두

가 지켜보아야 한다. 앞서 실례를 들며 고찰한 대로 1990년대 ‘지적재산권’으로의 

총칭 이행은 다소간의 혼란에 불구하고 어쨌든 이루어졌다. 반대로 앞으로도 오랫

동안 ‘지식재산권’이란 새 용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종전의 총칭이 일반

적이라면 그때야말로 이번 명칭변경이 적절치 않았으니 교정이 필요하다는 암시

가 될 것이다. 

둘째, 사소한 법제도가 아니라 이미 거대해진 법률 분야 자체의 명칭을 현저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차후에 절대로 자제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총칭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가나 학자, 법조인들만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전체 법체계 속에서 지적재산권법 밖의 외부인들과

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외부인이 전체 법체계에서 지적재산

권법을 특정하는 나침판이다. 이들 외부인들은 내부인보다 훨씬 총칭 변경으로 혼

란을 겪기 쉽다는 사실을 앞서 실증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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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확고하다면 위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

하며 앞서 본 각 용어의 비교적 사소한 흠을 들어 새로운 용어를 제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그 이익을 초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들어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으로 총칭 변경을 하자는 일본이나 국내의 

견해는 새로운 총칭을 또 하나 만드는 셈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것이 

아니라도, 권리개념에 관한 사법(私法) 일반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물권적 권리에 국한한다는 확고한 관행이 없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덧붙여 미국 지적재산권법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만 칭하여 

굳이 권리(right)란 문구를 부가하지 않지만 한국의 민사법에서의 논리체계나 관행은 

상이하므로 ‘지적재산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이라고 칭함이 적절하다. 결론적

으로 어떤 이유로든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을 차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극도로 

지양하여야 한다. 

총칭 용어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면, 새로운 용어 도입을 

주장하는 측이 거의 언제나 그 명분으로 내세운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되어야 할 객체가 지금까지 계속 추가된 결과 지적재산권법이 다루어야 할 전체 

대상이 줄곧 역동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지적재산

권법은 그냥 앞으로 저돌적으로 달리면 되었던 청춘기라기보다 청춘시절 고생한 

결과를 거두어들이면서 내실을 다지는 완숙기에 접어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총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할 시점이다. 아직까지 자

신이 종사하는 대상의 ‘이름’조차 아직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지

적재산권법 종사자 모두에게 너무나 큰 아쉬움을 준다. 특히 ‘무체재산권․지적소유

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4가지 용어가 어떤 관계이냐?’, ‘어디서 그 용어들이 각

각 비롯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 지적재산권법에 입문하지 못한 이는 물론 지

적재산권법을 공부하는 신진(新進)에게조차 난감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덧붙여, 총칭 용어변경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입문자들이나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의 후학(後學)들이 지적재산권법 선행문헌을 일괄

하여 찾고자 할 경우 국내의 문헌들 중 종전의 총칭을 사용하였던 국내의 문헌들이 

너무 쉽게 누락될 위험이 농후하다는 점도 있다. 요행히 ‘특허’, ‘저작권’, ‘상표’라

는 다른 전문용어로 찾는다면 모르겠으나 당해 자료가 지적재산권 전반을 취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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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에도 가령 ‘지적소유권’과 같은 총칭만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용케 탐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총칭이 단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바뀌고 있어 

지금도 벌써, 입문자는 과거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를 구사하던 선배들이 애써 쌓

아놓았던 자료를 자료탐색과정에서 우연히 접하기도 어려워 과문(寡聞)한 것이 현

실이다.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수십 년 이상을 쓰이던 ‘무체재산권’이란 용어가 거

의 사라진 이 시점에서 입문자나 후학들에게 그런 용어를 구사하며 같은 주제를 

애써 고민하던 선배가 있었음을 알리려는 것도 이 글의 목적 중 하나이다.

투고일 2012. 10. 31    심사완료일 2012. 11. 27    게재확정일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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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angi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Knowledge Valuable Rights 

–The Historical and Empirical Criticism on the Past Changes 

of the Generic Term for Korean IP Law–

Park, Jun-seok*

169)

The generic term in Korea which is to be used for the entire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continuously changed in the order of Intangi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Knowledge Valuable Rights since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rule. The first term “Intangible Property” which had been originated 

from Germany was forcefully implanted on Korea during the Japanese rule and is 

not adequate because it makes a confusion easily as if it included the contractual and 

tortious right. The second term “Intellectual Property” emerged as the strong influ-

ence of the US when all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laws dramatically changed 

with no other option under the pressure linked to free trade benefit by US in 1986.  

Since around 1990,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led to move on to the next 

generic term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which has been most widely accepted in 

Korea. Then the so-called Framework Act about intellectual property, which came in-

to effective in 2011, makes mandatory using the new “Knowledge Valuable Rights” 

term at this time. The above term “Intellectual Property” misses the existence of a 

kind of limited real right system for exclusive use and etc. which exists in Korea 

law unlike that of US. while the term grasps exactly the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The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overlooks the fact, unlike in 

the real world, the contractual and tortious rights indigenous to the intangible world 

which was parallel to the property right are actually hard to exist, though it em-

braces almost all protected subject without missing. The new term “Knowledge 

Valuable Rights” has the same flaw in this point.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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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confusion especially to the out-

sid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ecause the generic term has been changed 

frequently,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s in a very detailed manner for specific 

legislative and judicial errors. Most of all, the inconsistency in the current statute 

where all the above four generic terms are still remaining valid in each own clause 

should be corrected. Also, too frequent changes in generic term even makes younger 

scholars in IP or seniors in other majors suffered from inefficiency in finding the 

preceding articles. The right generic term for IP is not only the concern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insiders but also the sign with which the outsiders discern the 

Korean IP law from other parts of the entire Korean legal system. If there is a firm 

social consensus, any term among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and Knowledge Valuable Rights will be good and the cost will easily exceed the 

profit due to unnecessary chaos if we would allow the another change just because 

of a relatively minor blemish on the term.

In that regards, the opinion in Japan or Korea which proposes the another term 

change from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law” to “Intellectual Valuable law” on the 

ground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oes not grant any right seem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opinion is contradictory to the general principles about 

the concept of rights in civil law or there has been no solid tradition which limits 

the concept of right only to a kind of real right. In addi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call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law”, not “Intellectual Valuable law” because the 

legal logic in the Korean civil law system is different even th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United States is named as just “Intellectual Property”, no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conclusion, for any reason, another change of ge-

neric term for the Korean entir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future should be avoided 

by all means.

Keywords: intangible propert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knowledge valuable rights, intellectual valuable law, copyright, patent,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