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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홉옮 

미국법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미국법의 수용에 관하 

여 일반론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의 영향에 있어서는 다 

른 경제적인 성격의 법제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韓美間 交易어 증대함에 따랴서 미국 

법의 영향이 증대해온 것과 유사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애초에 근대적인 모습의 知的所有權밟IJ度가 17세 71 초뺀에 영국과 유럽대륙에새 성립되어 

成文法化된 이래1) 우리나라뿐만 아나라 미국도 유럽의 지적소유권법제도외 영향을 받아 

온 것이고， 미국 지챔소유권법이 우랴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美軍政시기에 참사 

있었을 뿐이고 본격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최근 10년 미만의 현상야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지적소유권볍의 영향을 動的인 측면과 靜的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자한다.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이 한국의 지척소유권볍애 영향을 미치게 훤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 

가 하는 첫을 ‘미국법 영향의 動的 측면 (D뺑laI빼ca행ects) ’ 이라는 제목하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우려나라 지적소유권법이 미국뺑과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결 

과불 버교를 ‘靜的 측면 (Sta뼈c aspeds) ’ 이라는 제목하에서 해보고자 한다. 미국뺑 영향의 

動的언 측면은 특허 미국 져적소유권볍의 수용아 다른 법제도의 수용과는 다른 배경과 상 

이한 원인하에서 이루어진 점을 밝혀때 보고자 한 것이고， 靜的인 측면은 한국과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을 수평적으로 단순벼교를 해봄으로써 마국법의 영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다 주었는지의 결과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국법 영향의 動的인 측면은 時

間의 經過라고 하는 재념을 포함하얘 한국법의 변화에 며국 지적소유권법이 어떻게 영향 

을 머쳤는가 하는 관점에셔 보는 것이고， 靜的인 측면은 현재의 시점이라고 하는 고정된 

시정을 기준으로 하여 韓美 지적소유권법의 단면도를 그려서 벼교해봄으로써 미국법의 영 

향야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보는 첫이다. 

1) William R. Comish， Intellectuαl 용roperty (London, Sweet & MaxweH, 1989). p. 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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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지적소유권법의 비교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動的인 측면을 강조하여 보다 상세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적인 측면도 韓美 쌍방 

적인 관계에서의 미국의 영향과 국제적인 다자조약 또는 다자협상에서의 미국의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미 쌍방적인 관계에셔의 미국의 영향얘 있어서도， 미군정시 

의 미국의 영향이나 최근의 미국 통상압력 이외에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域外的 適用을 통 

한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역외적 적용은 외국에서의 지 

적소유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당해 외국에 

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 지적소유권법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외국은 자국의 지적소유권 

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고 또한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역외적 적용이 반복됩 

에 따라서 당해 외국은 미국법과 유사한 지적소유권법을 마련하도록 강요되는 것이기 때 

문에， 미국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 또는 왼인의 하나로서 동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1. 動的 측면(Dy뾰8짧뱉 aspe짧야 

1 . 美軍政에 의한 영향 

미국의 쩌적소유권법이 한국법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깨 된 것은， 한국이 1945년 일본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美軍政이 시작획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은 

영국과 유럽대륙 선진외국들의 지적소유권법보다 시간적으로나 그 보호수준에 있어서나 

뒤져 있었지만.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주도한 미국은 해방직후의 우리나라의 지적소 

유권법에도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1946년 1월 美軍政令 제44호에 의 

하여 特許院이 창설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美軍政令 제 91호에 의하여 제 12장 제 265조로 

구성된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미군정령에 외하여 제정된 우리나라 특허법은 發明特許， 實

用特許， 美[[特許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애서 병백히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럽대륙의 지적소유권법과는 달리 별도의 實用新案제도라거 

나 意E제도가 인정되어 있저 않은 특정이 있는 바， 우리나라의 1946년 특허법도 미국법 

의 영향을 받아서 발명특허， 실용특허， 미장특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허법은. 5. 16혁명에 의하여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61년 特許

法， 寶用新案法， 意、[[法 퉁이 제정될 때까지 ,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제도를 지 

배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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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영향 

(1) 미국 통상압력의 찮的根據 

5. 16 이후에 새로이 제정된 특허볍 동의 지적소유권법에서는 미국법의 영향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 이후 미국법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약 

8연 전부터 미국정부가 통상압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법이 미국 지적소유 

권법에 유사한 보호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면서부터이다 2)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미국 聯郭關鏡法 또는 通商法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3) 예컨대， 미국 國

際寶易委員會(Intema뼈onal ’표a뼈e Commission)는 세관절차에 있어서 미국으로 수입되어 

오는 외국상품이 미국애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 (mask 

work)을 침해 한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당해 상품의 通關節次를 중지하거나 輸入禁止를 명 

할 수 있다 4) 이러한 관세법절차는 한국 기업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웬용된 바 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약 30%의 사건에서만 지적소유권 

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높은 성공확률과 신속성(1 

년 머만의 결정시한)애 힘입어새 똥 팬세법절차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또 

한， 미국 通商法은 美國通商代表(US멤뼈)에게 광범위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의 지적 

소유권뺑에 커다란 영향을 머칠 수 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실제로 19851견도 

이래로 우라나라의 지적소유권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었다 6) 즉， 머국 통상법 제 301 

조는. 특정 외국의 정책이나 관행이 특정 통상협정하의 미국의 權利률 침해하거냐 부당하 

게 01 국의 商業을 制限한다고 미국통양대표가 판단한 경우에는 일정한 寶易報復擔置를 취 

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통상볍의 그러한 규정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통상대표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벼롯한 지적소유권법을 개정하고 한국에서 미국인의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향 조치를 취하도륙 요구해 왔다. 

2) 1985년 10월에 레이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의 지적소유권침해사례를 조사하기 시작 

하였고 그에 따라 한미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어서 1986년 7월에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협상 

이 타결되었다. 

3) R. 願chael Gadbaw, “InteUectual 맘m맹erty and Intemational ￦ade，" 22 짧nderbil Joumal of 

TransnationalLaw 223(989) 

4) 19 U.S.C. 1337 
5) Ashoka 없ody， “New Intemational Environment for lntellectual 망roperty Rights," lntellectual 

Properly Rights iη Science, 1echnology, and 윈conomic Performance (Edited by F. W. Rushing 
and C. G. Brown, ￦est쩌ew Press, San Francisco, 1990). 힘. 222. 

6) 없빼cia I. Hansen, Defining Unreasonαbleness in Intemational 싼ade: Section 301 ofthe Trade 

Act 1974. 96 Yale L.J. 1122. 1145(987) 
7) 19 U.S.C. 2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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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에서 미국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제조된 상품이 미국이나 제 3국에 輸出되어 

미국의 관련된 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명백한 손해를 가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미국 통상법에 의한 미국통상대표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별다 

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 등에셔 제조된 지적소유권 침해상품이 

미국에 수출된다는 사실에 관한 별다른 입증 없이， 단순히 한국의 지적소유권법 내용이 

미국의 그것보다 그 보호수준이 낮다거나 한국에서의 지적소유권법 집행이 미국기업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통상대표가 한국의 지적소유권법 등의 개 

정이나 사법절차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무역보복조치 

를 위하겠다고 혐박하는 것이 한국의 主權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 

의 그러한 행위가 域外的管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가되고 있다. 

(2) 통상압력의 法的 問題點

미국의 통상압력이 미국 연방관세법 또는 통상법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 

지만， 과연 그러한 관세법규정이나 통상볍절차가 국제규범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關鏡품에 따라서 미국 國際質易委員會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중지 

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제무역위원 

회의 권한 행사도 司法的인 審흉라거나 또는 司法節次에 준하는 적법절차 없이 국제무역 

위왼회가 지적소유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외국의 저작권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 국내에 등록된 지적소유 

권자는 국내에서 지적소유권 침해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慢害

禁止 또는 揚害暗慣 등의 구제조치를 원용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짧關節次에서는 국제무 

역위윈회가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소명의 기회만을 제공할 뿐 적절한 防察의 機會를 제공 

하지 아니한 채로 수입금지 등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의 수출업자 또는 외 

국의 지적소유권자는 미국 국내의 지적소유권자보다 훨씬 불리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를 벼롯해서 일본， 캐 

나다， 유럽공동체 등은 공식적요로 미국의 그러한 관세법규정이 G.N.멈F의 無差別原J!IJ (non

discrimination rules) 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G.N.맘$조사위원회 (Panel)도 미국 관세법 

제 337조8)가 G.N.밤I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9) 

다음으로 미국 통상법에 의한 무역보복조치를 매경으로 하여 한국등의 지적소유권법을 

8) 19 U.S.C. 1337. 
9) Robert W. Kastenmeier and David Beier, “International Trade and InteHedual Property," 22 

Vanderbilt Journal ofTransnational Law 285. 298 (1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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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미국국제통상대표의 권한의 행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 

다‘ 본래 특정 국가의 我判管籍權(jurisdiction to adjudicate) . 執行管轉權(jurisdiction to 

enforce) . 그리고 法適用管輔權(prescriptive ju뼈sdidion)은 원칙적으로 자국내에서 일어난 

행위 및 자국민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다만， 미국의 관할이론에 의하면， 교통과 통 

신의 발달에 따라서 외국에서의 행위가 미국의 영토내에 상당한 영향(s뼈.bs없ntial e짧ed) 

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전통적 의미의 영토적 관할권이 확대되어 행사될 수 있는 것이 

다 10) 미국연방 獨려規制法과 證卷去來法 분야에서 외국에서의 거래행위가 미국내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한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해 미국법을 확대적용하거나 당해 외국 

의 법이 미국법과 유사한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적용관할을 행사한 벼-가 있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지적소유권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법적용관할이 외국에서의 

행위 등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지적소유권 침해가 한국 등의 

특정 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당해 지적소유권침해상품이 미국 등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에도 미국의 法適用管轉權이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독점규제법이나 증권거래법 분야에서는 외국에서의 거래관행이나 주식발행 등이 미국내 

의 鏡爭秋序나 미국 投資者 또는 消費者들의 신뢰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미국의 법적용관할권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지만， 지적소유권 분야 

에서와 같이 한국 등에서 제조된 지적소유권 침해상품이 미국 등으로 수출되거나 미국내 

관련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법적용관할권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더우기， 한국 등에서의 

지적소유권 침해가 한국 정부 등의 정책이나 법제도의 결과가 아니고 침해행위에 관여한 

사인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 등의 정책이나 행정처분 또는 법제도가 미국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바는 아주 적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보복조치의 압력을 

배경으로 하여 법적용관할권 행사에 의하여 한국의 지적소유권법의 내용과 집행을 미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된다 지 

적소유권 분야에서의 미국의 법적용관할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지적되는 또 하나의 근거 

는， 법적용관할권의 행사에 응하지 아니히-는 외국에 대해서는 미국통상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무역보복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국에서의 행위가 미국내에 

미차는 영향과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무역보복조치로 인하여 당해 외국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의 법적용관할권의 행사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중지 등의 권한을 행 

10) Restatement (Third) of Foreign Relations Law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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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미국통상대표가 법적용관할권의 행사를 강행해 온 것은 미국영화제작업자 등의 막 

강한 利益集團들의 압력에 기초한 미국 국내정치의 결과인 것으로 보는 유력한 견해가 있 

다11) 그러나， 미국의 법적용관할권의 행사는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미국의 

UR협상에서의 주장과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 즉， 미국은 한편으로는 UR협상에서 통상문 

제로서의 지적소유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多者條約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얘 미국통상대표에 의한 일방적 제재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쌍방적 해결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변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러한 쌍방적 해결의 선례는 유럽 등의 선진국들로 하여 

금 유사한 쌍방적 해결의 길을 모방하도록 유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쌍방협상이 아닌 

다자협 상에 의 한 지적 소유권 보호를 추구하는 UR협상을 근본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의한 쌍방적 지적소유권 관계의 해결은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相互主義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러한 상호주의는 WIP。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제 

규범의 대원칙인 內國民待遇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2) 

3. 미국 知的所有權速의 域外的 適用

(1) 商標法의 域外的 적용 

(a) 域外的 適用의 기 준 

독점규제법 및 증권거래법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국연방법원이 외국에서의 외국인 

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미국 연방법을 적용해와서 소위 미국 國內法의 

域外的 適用 (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위한 기준이 판례에 의하여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지적소유권법 분야에 대해서도 역외적 적용이 

논의되어 왔고 판례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독점규제법 분야 등에서 마련된 역외적 적용의 전통적 기준을 보면， (i) 외국에서의 행 

위가 미국의 상업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üi)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 연 

방법하에서 보호되어야 할 원고의 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iü) 영향을 받게 된 미국의 상업 또는 거래를 보호할 이익 또는 관련정도가 미국 연방법 

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할 만큼 당해 외국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보다 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와 외국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데에는， 외국의 법 또는 정책과 충돌되 

11) Chris Shore, “The Thai Copyright Case and Possible Limitations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Actions Taken under Section 301 of the ’I￥ade Act of 1974," 23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737 (1992). 
12) Hans Peter Kunz-HaHstein, “The U.S. Proposal for a GATT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22 Vanderbilt 

Journal ofTransnational Law 265 , 27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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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 소송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된 사무소， 미국에 의한 재판이 외국에서의 재판 

보다 집행과 법적용을 더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 미국에의 영향이 외국에서의 영향보다 

더 중대한 것인지 여부， 미국의 상업이나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 

부， 미국에의 그러한 영향이 예측가능한 것인지， 미국에서의 행위가 법위반에 기여한 정 

도가 외국에서의 행위가 법위반에 기여한 정도보다 더 중대한 것인지 여부라고 하는 7가 

지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b) Reebok사건에서의 域外的 적용 

이러한 역외적 적용의 전통적 기준이 상표법 분야에도 적용된 최근 사건으로는 Reebok 

International Ltd. v. Marnatech Enterprises, Inc .14) ( 이 하에 서 는 Reebok사건 이 라고 약칭 

함)를 들 수 있다. Reebok사건에서 Reebok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신발류와 의류에 관한 

자신의 상표를 다수 등록하고 있고 그러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다수의 신발류와 의 

류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피고 Betech은 미국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멕시코 국경도 

시에서 Reebok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판매하였다. 묘eebok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째방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펴고는 외국에서 발생한 지적소유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지방법원 

과 항소심법원 모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전통적인 역외적 적용의 기준을 묘eebok사건에 적용하면서， 미연방법원은 한결같이 위조 

상품이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위조상품이 미국내로 수입되어 옹다는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멕시코에서의 행위가 미국의 상업과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위조상품으로 인하여 Reebok진품들의 판매를 크게 떨어뜨리고 원고 

묘eebok의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미치게 되므로 역외적 적용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시하 

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판단이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는 미국과 멕시코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역외적 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외국의 법 또는 정책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상표법이 상이하 

고 멕시코에서 이미 상표권과 저작권의 침해 및 탈세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소 

가 제기된 바가 있어서 미국연방볍원에서의 재판관할권 행사가 멕시코의 법집행과 충돌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의 공소절차의 성 

격이 미국에서의 상표권침해소송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성질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 

쟁당사자들은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미국연방법원은 멕시코에서의 공소절차에서 일정한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송이 멕시코의 법집행과 충돌되지는 

13) 맘mberland Lumber Co. v. Bank of America National 1￥ust & Savings Ass’n, 549 F. 2d 597 
(9th Cir. 1976) 

14) 23 USPQ2d 1377 (9th Cir. Jul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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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미국과 멕샤코의 상표법은 모두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을 부여하고 상표권침해를 방지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 법완의 판결이 

다소 다른 결론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결론에 있어서의 차이는 사소한 

차이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15) 

미국과 멕시코의 이익형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두번째 요소로서 분쟁당사자들의 국 

적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보면， 완고 Reebok회사들은 미국과 영국의 회사들이고， 

펴고 Betech은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캘리포다아 샌디에고 (San Diego, 

Califon:뼈a) 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 陣amatech Enterpr업es도 캘리포니 

아에서 설립됨 회사로서 Betech가 지배주주 캡 회장으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 

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다랴， 펴고의 멕시코 

에서의 상표권침해행위들이 모두 캘리포니아의 주된 사무소에서 기획되고 지시되고 있다 

는 점이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요소가 되었다. 그 이외의 요소 

들로서， 법집행의 용이성이라거나 미국에의 영향의 중대성，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할 사 

전의도의 존재여부， 그러한 영향의 예측가능성에 있어서도 머국법완은 재판관활권을 행사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행위가 법위반에 기여한 정 

도가 외국에서의 행위가 법위반에 기여한 정도보다 더 중대한 것인가 하는 마지막 요소에 

있어서는， 상표권침해행위 자체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반드시 재 

판관할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시 

인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나머지 6가지 요소들이 모두 미국 볍원의 재판관할권을 정당 

화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소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익형량 

외 결과로는 미국법완의 재판관할권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c) Reebok사건의 評價

뾰，eebok사건은 소송법적인 측면과 실체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訴認

法的으로는， 왼고가 미국회사이고 피고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펴고회사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자산이 미국내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묘eebok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의 역외적관할에 관한 전통적 이론에 비추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實體‘法的인 측면에서 보면， 상표볍이라고 하는 지적소유권법의 

領土的特性(temtoriality) 을 고려해볼 때. Reebok사건。1 지적소유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15) 23 USPQ2d 1380 
16) Reebok사건의 항소심판결문을 작성한 항소심법원 Reix얘lardt판사는 그 판결문의 각주에서 명 

백히 밝혔듯이 미국법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게 원 가장 주된 요소는， 멕시코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배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의 행위는 미국의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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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그 타당성과 함께 한국 등에의 영향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Reebok사건에서 문제된 상표권침해행위는 멕시코에서 딸생했고， 원고는 멕시코에서도 

상표등록을 하고 있어서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행사활 수 있가 때문애 , 원고는 멕시 

코에서 상표권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가하는 것이 상표권의 영토적특성에 부합될 것이다. 

원고가 미국에서 등록 취득한 상표권은 미국연방상표법에 의하여 부여훤 것이고 미국연방 

상표법은 미국영토내에서 발생한 상표권침해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벼 물론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미국영토내로 수입되어 요는 것은 미국영토빼의 상표권침해행 

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아 적용된다. 그러나， 멕시코에 

서 발생한 상표권침해행위에 때하여 멕시코상표볍이 아디라 미국 연방상표법을 미국뺑완 

이 적용하는 것은 상표법의 영토적 특성애 정면으로 반하고， 특히 미국과 멕시꿈에새 각 

각 별도엌 商標登錄을 하도록 요구하는 상표법 일반원칙에도 반하는 첫이 아언가 하는 의 

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상표법의 역외적 적용으로 인하여 멕시코에 상표등록 

을 하지 아니한 채로 멕시코에서의 통일한 상표외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꺼이한 결 

과도 생길 수 있게 된다. 

Reebok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연방상표뺑의 域外的 適用이 널리 인정되는 경우애는， 역외 

적 적용의 대상으로 된 멕시코 등의 상표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로 되고 벡서코 정부 

로서는 자국의 상표법을 며국의 상표법과 유사하게 재정하고 미국에서와 마창가지로 엽격 

히 집행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通商法下에서 외국 

의 지적소유권법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미국이 과학， 기술， 

문화， 예술에 있어서의 국제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지 위한 통상정책의 반영이라고 보여지 

고， 미국이 외국에새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일반적 경향의 일부일 것이다. 

(2) 特許法의 域外的 적 용 

(a) 묘aldwin사건에서의 域外的 적용 

Reebok사건에서보다 훨씬 더 엄격한 의미에서의 역외적 적용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g밟dw없 묘alldware C。맹. V. 월1양anks뼈 많lterp뼈se COrp. 17l (이하에서는 Baldwin사건이라고 

약칭함)을 들 수 없다. Ba뼈￦뼈사건에서 피고 FranksUl Entellprise는 대만에서 설립된 대 

만회사이고 그 대표 훤llanks뼈써도 대만사람이고， 문제완 침해상품의 제조 판매도 대만에서 

이루어졌는데， 원고 Bal뼈W없은 파고의 대만에새의 침해상품의 제조 및 수출로 인하여 원 

고 상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셔 優害禁止 (i빽unctio없)의 소 

17) 24 USP때2d 1700(뻐strict Cou뼈， C.D. Califm영lia ， Augus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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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침해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서 미국의 상업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美國 聯郭特許法에서 보호되어야 할 원고의 意E特許權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쉽게 인정될 수 있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연방특허법의 역외적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히 미국과 대만의 이익형량을 위한 7가지 

요소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검토에서 법원은 Reebok판결을 그대로 따라서 미국법 

원의 재판관할권과 미국특허법의 역외적 적용을 인용하였는데， Baldwin사건에서 문제된 

침해행위가 전적으로 대만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었고 피고들도 모두 대만사람 또는 대만회 

사이기 때문에 미국법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부족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7가지 요소 가운데， 미국에 의한 재판이 외국에서의 재판보다 집행과 법적용을 더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피고가 대만사람 또는 대만회사이고 그 자산도 모두 대만 

에 있기 때문에 미국법원의 판결이 대만 법완에 의하여 승인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번거 

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保證證書(a

bond to ensure compliance)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지명령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법왼의 재판관할권과 미국법의 역외적 적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집행의 용 

이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무의미하게 되는 무리한 정당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b) Baldwin사건의 評價

Reebok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Baldwin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특 

히 Baldwin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왼고가 미국에서 의장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만에 

서는 意III 登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완고가 피고의 침해상품이 미국내로 수 

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만에서는 의장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대만에 

서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Baldwin사건에서와 같은 域外

的 適用이 널리 인정되면 외국에서 의장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로 당해 외국에서 의장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Ba뼈win사건은 訴짧法的으로도 간단하지 아니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즉， 만일 우 

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미국법원이 Baldwin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판결을 승인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外國

判決 承認의 요건으로 여러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특허 문제되는 요건으로는 

당해 외국법원이 載判管籍權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風倚 또는 기타의 社會*失序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18) 피고의 주 

소지도 우리나라에 있고 피고의 자산도 우리나라에 있고 침해행위도 우리나라에 있는 경 

18) 민사소송법 제 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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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미국 법원에 재판판할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극히 의문시된다. 또한 미국의 지적소유권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등록 

을 하지 아니해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적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내려 

진 금지명령 등이 과연 우리나라의 특허법 등 知的所有權法 -般原則에 합치될 것인지는 

극히 의문시되고 따라서 Baldwin판결과 같은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승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著作權法의 域外的 적용 

(a) 域外的 적용의 가능성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미국 著作權法의 域外的 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미국법 

원의 판결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특허권과는 달 

리 出願 審흉 登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취득하기 때문 

에 19) 미국 저작권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 등의 외국에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Reebok판결이나 Ba뼈win판결이 그대로 저작권사건에도 원용될 여 

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저작권볍의 역외적 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는 보이지 않지만. 저작권침해행 

위의 일부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미국법원이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마국 저작권법을 적용한 경우는 있다 예컨대， 저작권침해에 해 

당되는 무단전시행위 자체는 외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무단전시행위에 관한 쫓約이 

미국내에서 細結된 경우에， 외국에서의 침해행위가 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寄與한 것으 

로 보아서 외국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고 외국에서의 침해행 

위로 인한 이익을 손해배상에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된 바 있다 20)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홉aldwin판결에서처럼 넓은 범위에셔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이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법이 적용되어버리는 결과로 되고， 당해 

외국도 미국 저작권법에 유사한 법제도를 채택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 

의 한국 저작권법과 세계저작권협약하에서는 저작권자에게 공중대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법왼이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인정하여 한국에서의 대여행위가 美國 著作權法1:.21) 침해행위 

19) 물론 미국 저작권법은 내국 저작불과 베른협약 체약국 이외의 국가의 외국인의 저작물(non

Berne foreign works) 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침해의 소송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07 U.S.C. 41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 G뼈 뼈arketing USA Inc. v. Gerolsteiner Brunnen Gmb묘 & Co. , 1991 WL 279567 (WDNY 
Dec. 9. 1991): Graeme B. Dinwoodie, Affirmation of Territorial Limits of US Copyright 

Protection, (1 992) 4 EXPR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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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아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저작권법 등 지적소유권법 

은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게 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은 아니지만 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법 

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다. London 훤‘ilm Prods. Ltd. v. International 

CommunÍcations, Inc. 22 ) 에 서 , 원고 London 훤ilm은 영 국회 사로서 “헨리 8세 의 사생 활” 등 

의 명 화를 제 작하여 배 포하는 영 화제 작회 사인 데 , 피 고 International Communications는 

미국회사로서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가 제작한 영화를 칠레 등 남미 국가의 배포업자들 

에게 로얄티를 받고 이용을 허락해 줌에 따라서 미국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 

고， 피고는 미국법원이 칠레 등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 

니한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1980년대초에는 미국이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 

고 있어서 원고가 제작한 영화가 미국에서 보호되지 않는 公有物에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 

로 해서 피고는 미국법완이 미국 저작권법상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 

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 미국 법원 

은 파고가 미국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 對A管轉權(personal jurisdiction) 을 가지 

고 있고 칠레 등 외국의 법완이 피고에 대해서 동일한 대인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의 소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의 문제된 무단 이용허락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상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회사가 외국에서 행한 외국 저작권법 

상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 

한 경우에 미국 법원이 재판관할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법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외국의 법원아 재판관할권 행사를 거절하도록 할 것이기 때 

문애， 미국회사인 피고의 칠레 등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b) 域外的 적 용의 否認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과 유사한 결과를 인정한 기존의 판례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즉， De Bardossy v. 

p때Ski23)사건에서 원고인 헝가려 작가는 헝가리와 미국에서 소설을 출판하였고， 당해 출판 

을 맡은 피고는 미국에서 왼고 소설을 제작 판매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허락 없이 헝가리 

에서까지 배포를 해서， 왼고는 헝가리에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소 

21) 미국 연방저작권법 17 U.S.C. 109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읍반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공중대 

여를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580 F. Supp. 47 (SDNY 1984), 

23) 763 F. Supp. 1239(SDNY 1991); Graeme B. Dinwoodie, op. cit. , p. 1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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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였다 헝가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미국의 저작권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는 미국과 헝가리 모두 世界著作權協約(UCC)의 체약국 

이기 때문에 양국의 저작물은 어디서나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저작권법의 역 

외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법환은 세계저작권협약아 체약국 저작권법악 城外

的 적용을 허용하는 협약은 아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세계저작권협약엌 기본완 

칙으로 되어 있는 內國民待遇의 원칙은 바로 각 체약국 저작권법의 영토대적 효력을 전젝 

로 하얘 인정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24) 

또한. Zenger-l\없Her Inc. v. 짧aining1성amGmb圓25)사건에서 , 독일회사안 피고 짧ainitng 

Team은 미국회사인 원고 ZMI의 허락하에 그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에서 배포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에는 체약상의 분쟁에 관하여 캘리포니아법이 적용되고 

미국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환고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 

여 미국볍원에 제소하자，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하는 準據法條項에도 불구하고 벼 

국 저작권볍의 역외적 적용야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여 준거법조항의 효력올 부인 

하고， 법원은 더 나아가， 독얼에서 이루어진 침해행위가 미국의 대외거래에 영향을 미치 

더라도 피고가 모두 독일인 및 독일회사이고 문제된 계약의 협상과 체결도 독일에샤 이루 

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법의 역외적 적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De Bardossy판결과 Zenger-뼈뼈er판결 모두 한결같이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세계저작권협약이나 분쟁당사국사이의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저작권법 

의 域外的 적용은 부인된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4 미국의 多者間協商을 통한 間接的 영향 

우리 헌법상， 현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은 우리 

나라 지적소유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는 특허협력조약 26) 세계저작권협약 27) 음반외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 

한 협약 28) 미생물기탁의 승인에 관한 국제조약29) 등에 가입하고 그러한 국제조약에 따라 

24) De Bardossy사건은 헝가리에서의 병행수입의 문제와 출판허락계약에서의 판매지역 제한외 유 

효성 여부 등도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미국법원으로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 적용 

을 부인함에 따라서 재판관할권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25) 757 F. Supp. l062(ND Cal. 1991): 1991 U.S. Dist. LEXIS 1837 
26) Patent Cooperation 암eaty: 1984년 5월 15일 조약 제 840호. 

27)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87 1건 10월 1일 조약 제 933호. 

28)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1987년 10월 10일 조약 제 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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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지적소유권법들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들 국제조약은 유 

럽의 선진제국이 주도하여 마련된 조약들이어서 이들 조약의 반영이 곧 미국 지적소유권 

법을 간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이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기존 국제 

조약의 개정 또는 새로운 국제조약의 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를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은 GATT체제내에서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우루구아이라운드협상에서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법도 UR과 같은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미국 지적소유권법정책의 영 

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UR협상 지적소유권관련 최종안의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公

聚賞與權(Rental rights) . 주지상표의 보호， 물질발명의 보호， 강제실시허락의 엄격한 제 

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각종 행정절차에서의 영업비밀이 

보호， 세관절차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적소유 

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적소유권법도 여기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미 반영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정기국 

회에 개정안이 성정되는 법안도 있다. 현재로서는 UR협상의 타결이 확실하지 않지만， 우 

리나라 정부는 UR협상의 타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입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이 우리나라 지적소유권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주도의 이와같은 지적소유권관련 UR최종안에 대하여는 개도국의 비난도 적 

지 않은 실정이고 유럽의 이론적 반박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즉， 개도국들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通商問題로서의 知的所有權에 관한 UR협정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서 개도국의 기술적 예속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 

하고 있다. 특히 무역보복조치 등의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 제재를 배경으로 하여 개도국 

에 대하여 일정한 지적소유권법제도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또는 과연 多者體밟IJ로 

서의 GATI' 등의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 것인가30) 하는 의문과 함께 오히려 다른 통상협상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31) 

또한 100여년 전부터 WIPO를 중심으로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를 주도해 온 유럽 선 

29) ßudapest ’l'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s ofPatent Procedure: 1989년 12월 가입 , 
30) U묘 협상의 결과 마련된 “GA'IT 제 22조 및 제 23조에 따른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와 규칙에 관 

한 양해각서” 제 21조는 회원국의 일방적인 국내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GA'IT라고 하는 

多者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Carlos Alberlo Primo Braga, “The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ly Rights and the GA'IT: A 
View from the South," 22 Vanderbilt Journal ofTransnational Law 243(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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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들은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GATT 중심의 새로운 국제규범의 마련이 WIPO의 지적 

소유권보호와 중복적인 작업이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 

고 있는 WIP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발전시키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우기 GATT체제내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通商制我 등으로 

인하여 相互主義에 입각한 지적소유권 보호를 초래할 것이어서， 相互主義가 아니라 內國

原則에 입각한 WIPO중심의 기존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을 저해할 것이라는 신중 民待遇의 

G.N망F저l제내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 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다시 말해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등의 

일방적 통상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WIPO중심의 기존 국제 

규범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는 내국민원칙에 반하고 종국적으로는 미국법의 기준에 따라서 

각국의 법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적 비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는 조약상 의무를 위반한 체약국에 대하여 경제적 

lll. 靜的 측면 (없없햄양 짧뿔용밟s) 

特許法에 미친 영향 

1985년부터 시작된 한미협상의 결과로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된 한국 특허법은 여 

측면에서 미국 특허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 바， 그중 가장 특기할 점은 특허받 

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 가운데 의약 및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발명이 

러 가지 

물
 

질발명에 대한 특허는 물론 유럽에서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한국 특허법의 개정은 마국의 

특허법정책 또는 특허권에 관한 미국통상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재정특허법 발효일 당시 한국에 계류중인 미국인의 제법특허출원은 물질특허청구를 포함 

하도록 보정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한미조약이 체결되어서 33) 우리나라 개정 특허 

포함된 것이다. 

법의 물질특허제도가 미국법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질특허와 마 

찬가지로 특허대상에 있어서 컴퓨터관련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보호를 분병히 하기 위하여 

마련한 “컴퓨터관련발명의 미국판례 다분히 審흉基準”은 1984년에 우리나라 특허청이 

Diamond v. Diehr34 ) 에서 제시된 기준과 명세서 해석에 관한 종합적 해석법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묘ans Peter Kunz-Hallstein, ‘'The U.S. Proposal for a GATT Agreement on Intelledual 
Property and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GATT or WIP。

(Weinhein, VCH, 1989) , p. 85. 
33) 한국의 김경왼 대사와 미국통상대표 콜레이톤 야이터와의 서한교환을 국회가 승인하여 이루어 

진 條約 제 923호 

34) 67 L. Ed. 2d 15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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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特許權 存續期間의 연장을 들 수 있다 즉，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얘 1986 

년의 개정 특허법은 종전의 12년보다 3년이 늘어난 15년을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게 되었 

다. 이것은 미국 특허법이 特許日로부터 17년이기 때문에， 한미협상에서 우리나라 특허법 

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出願公告 B 로부 

터 15년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있어서， 한미 특허법 사이에 약 2 

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특허법상 출원공고일 이후 2개월의 이의신청 및 

답변의 절차를 거쳐서 특허사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미 특허권 존속기간의 차이는 2댄 

보다 훨씬 짧은 기간일 것이다. 개정 특허볍의 특허권 존속기간애 있어서도 미국법의 영 

향을 받은 뚜렷한 흔적이 있는 바， 존속기간의 연장자체뿐만 아다라 개정 특허법은 더 나 

아가 의익:발명 등의 경우에 2년 내지 5년의 거간에 걸쳐 존속거간의 추가적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었다는 점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정 특허법은 미국연방특허법 35)과 

마찬가지로 특허발명을 살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2년 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실시할 수 없 

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게 되었다 36) 

2 著作權法에 미친 열향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한머협상의 결과로 1986년 12월 31일에 대 

폭적으로 개정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 

인다. 예컨대， 예시된 著作物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 

권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해서는 그 보호방법 

에 많은 이견이 있어 왔으나 미국이 연방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의 

하나로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 입법례를 따르는 경향을 뾰 

여주었고， 우리나라의 改正 著作權法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게 되었 

다. 다만， 우리나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컴퓨 

터프로그램보호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저작재산권의 存續期間에 있어서도 개정 저작권법은 미국 입법례에 따라서 저작자 샤후 

50년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實演者 및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소위 저작언접권 

도 2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재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 

35) 35 U.S.C. 156. 27 1(e). 

36) 특허법 제 88조 및 제 89조; 이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미국 특허법의 계약이론에 따라서 특허권 

의 부여의 대가로 특허권자가 발명을 일반공중에 공개한다고 하는 개념에 입각한 여러 가지 

규정들과 관련된 우리 판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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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外國著作物의 보호에 관한 규정일 것이다. 즉， 종전까지는 외국 저작물이 우리나라 

에서 최초로 출판원 경우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보호필 뿐이었는데， 재정 저작권법에 

의 하면 외국저 작물도 우리 나라가 가입 한 국제조약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1987댄 이전에 이며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일 

정한 범위의 미국 저작물에 대하여 行政指導에 의하여 趙及的 보호를 해왔다. 

최근에 著作權法 改正案이 마련되어 공청회를 마쳤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데， 개정안의 내용도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재 

정안은 머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음반의 公樂賞與를 하가 위해서는 저작권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허락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작인접권의 존속가간 

도 5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어 있다. 

3 半鍵體f흉훌훌速에 미 천 영 향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8일에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送律(이하에서는 반 

도체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얘 올해 안으로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시행훨 예정이다 반 

도체설계대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해서는， 미국야 최초로 그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는 

바， 미국반도채첩보호법은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상이하고 상당 수준의 창작성과 등록 및 기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져작권법과 

도 상이 한 새 로운 업 법 (s빼 ge:neris legisla없o:n) 으로 선보이 게 되 었고， 영 국과 유럽 대 륙의 

선진국들도 미국의 입법례를 따라 반도체설계디자인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올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법도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는 상이한 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 

서 미국 반도체칩보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명빽하고， 다만， 통상실시권의 彈制許諾에서 

와 같이 한국 국내의 반도체기술획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 

을뿐이다. 

4. 法意짧에 마친 영향 

(1) 知的所有權法制度 活用의 增加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지적소유권법의 개정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한국 국민들과 국내 기업들이 지적소유권법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후 결과적으로 마련된 자적소유권법이 국내 과학‘ 기술， 

문학， 예술의 발전에 긴요한 법제도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지적소유권 

제도의 활용이 증가되었다. 예컨대， 한국 사람 또는 국내기업에 의한 등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92년도 7월 현재 전년도 대벼하여 특허등록건수의 증가율은 56.2%였고 상표등 

록건수의 증가율은 7 l. 2%를 보여주어서 외국인에 의한 등록건수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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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건수도 1992년에 이미 1만 건을 넘었 

다. 이러한 지적소유권 활용의 증가는， 지적소유권이 과학， 기술， 문학， 예술의 발전에 긴 

요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는 미국법이론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技術利用에 관한 紹爭의 事前防止

국내기업의 기술이용에 관하여 1980년대 중반에 미국기업들이 특허권 등의 침해를 주장 

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되 

었는 바， 예컨대 삼성반도체는 Texas Instrument로부터 반도체 관련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9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다 37) 국내기업들은 기술이용에 관한 분쟁의 사전 

방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기술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 

게 되었는 바， 금성사와 삼성전관은 8천 건의 양사 특허를 공유하고 상호 이용하기로 계 

약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도 미국의 지적소유권법 집행의 강화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의 

지적소유권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5 美國法의 영향의 限界

우리나라 지적소유권법이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부 

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적소유권법이 대륙법적 제도의 골격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특허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先發明主義와 先

出願主義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나라 특허법은 미국법의 선발명주의와는 달리 선출원주의 

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은 의장제도까지 특허법내에 규정하여 제품특허， 

제법특허， 디자인의장 등을 통일적인 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디 

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산업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위하여 의장법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미국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륙법적 특정이 두드러지게 남아있 

다. 즉， 유럽대륙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중시하여 저작인격권을 명시적으로 보 

호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의 저작권법은 재산권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저작인격권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애초에 대륙법을 따라서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고 1986년에 제정 

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하여 마련된 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 

37) Ashoka Mody,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op. cit. ,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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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대륙법적인 저작권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프로그램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통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크게 제한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륙법적인 저작권개념이 저작자의 이익보 

호에 보다 더 철저하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영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한계는 17세 

기 이래로 지적소유권법이 발전하여 온 역사적 배경속에서 그 왼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 

는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 지적소유권법제도가 본래 17세기 경부터 유럽대륙의 선진국 

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주도되어 왔고， 미국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야 적극적으로 지 

적소유권법의 발전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기 때문에 38) 지적소유권법의 정치함나 합리성 

등에 있어서 미국법과 유럽대륙법을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가 논리필연적으로 미국 지적소 

유권법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당열한 결과로 보인다. 

N. 結 응，e，‘ 
i51i1:1 

이상에서 미국 知的所有權法의 영향을 그 動的인 측면과 靜的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 

펴보았다. 동적인 측면에서 미국 지적소유권법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가지 배경파 원 

인을 美軍政， 通商壓力， 미국법의 域外的 適用， 국제무대에서의 多者間協商 등으로 분류 

하여 지적하였지만，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미국 지적 

소유권법이 한국에 역외적으로 적용된 구체적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미국법의 영향의 동 

적인 측면으로서 역외적 적용이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다만， 

미국의 지적소유권법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마친 원인과 배경 속에 미국 지적소 

유권법의 역외적 적용을 직접적인 것으로 열거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이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왼인과 배경의 하나로 머국법의 역외적 적용을 셜명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미국 지적소유권법이 한국에서의 지적소유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까지 역외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조만간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개와 문제점 지적 

을하였다. 

미국법 영향의 靜的인 측면으로서， 特許法의 物質特許 및 특허권 存續期間에 관한 규 

정， 著作權法의 컴퓨터프로그램 著作物 및 저작권 存續期間에 관한 규정， 半導體集積回路

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의 입법형식 등에서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명빽한 영향을 찾아볼 

38) 최근까지도 유럽에서는 미국 지적소유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도 남아 있다 Robert W. 
Kastenmeier and David Beier, “International 맘때e and Intellectual Property," 22 Vanderbilt 

Journal ofTransnational Laω 285 , 297 (1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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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른 한편， 현행 특허법의 先出願主義에 관한 규정 , 저작권법의 著作A格權에 

관한 규정， 별도의 意E法과 實用新案法의 존재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지적소유권법은 미 

국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골격과 기본원리에 있어서 미국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법과의 이러한 차이는 17세기 이래로 지적소유권이 발전하여 온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金컸℃煥 (국만대) 

1 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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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법은 전세계에 캐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국은 정차경제적으로 세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70만이 넘는 변호사가 활약하는 세계에서 가장 밸달된 

법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의 숫차는 미국 어외의 나라들， 즉 영국. 프랑 

스， 목일，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디라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이나 아프리카 동외 후전 

국을 모두 포함한 전세계에 있는 뺑호사 슛자를 합친 첫보다도 더 많은 숫자일 뿐만 아니 

라 이들이 열심허 법률문제률 연구하기 때문에 차연허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훤 볍률재도 

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었다. 

얘기에서 문제가 되는 지쩍 소유권법의 측면만 뾰면 마국은 특히 1980년대에 와새 지적 

소유권의 보호강화를 부르짖어， 애떤 접에서는 지적소유권볍의 입법과 집행을 위한 셰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핸 우리나라에 얘해서는 우리의 지쩍소유권 

에 대한 법집행이 약하다는 이유효 지난 1992년 5월 아래 지금껏 우샌감사대양국 

(Priori뼈 뼈atch List, 합￦L) 으로 지 정 하고 있다. 

2. 서| 차혜의 열향 

미국은 19세기 말 신며양요 이래 우려와 접촉을 가져왔다. 그리고 다른 법의 경우도 대 

체로는 마찬가지이지만 지적소유권법외 차원에얘 본다면 우리와 세 차례의 강력한 접촉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대한쩨국아 1908년에 특허 풍의 업법을 활 당시 

에 미국법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1908년이란 우혀가 일본에 t영합되 7] 2연 

전。1 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 철과로는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얘 우리의 특혀볍 

풍을 제정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며국의 지적소유권법의 영향이 조 

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았다. 그런 점애셔 야에 대한 연구가 앞요로 

이루어져야 활 것으로 본다. 

두번째는 해방 작후인 1946년 미군정하에서 특허법 등을 제정한 일이다. 당시 산업재산 

권법을 업법할 때에는 특허법의 우산 아래 의장권 등이 담긴 체제를 취하였으벼， 또한 당 

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식물특허제도 등도 토입하였논 바， 이는 대쩨로 미국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탓이다. 이러한 머국뺑의 영향을 5. 16 직후인 1961년에 특허법 둥을 전연 채 

정하면셔 일본법을 많이 수용하는 벙-향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되었다. 또 하나 짚고 댐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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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은 6.25라는 전쟁으로 미국의 영향이 한국에 크게 미쳤는 바， 그 기간 동안 미국법 

의 입김은 컸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지적소유권법은 전쟁 중에 개정될 정도로 절박한 법 

은 아니었으나， 법집행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지난 여름인 199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방한하였던， 필자의 은사이시기도 한 미국 뉴욕대학교(N.Y.U.) 법과대 

학의 묘oward Greenberger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구체적 인 자료가 없이 이 루어 진 것 

이므로 약간은 부정확하지만 중요한 진술이라 할 것이다. 

“내가 최초의 미군법무관으로 1967년 한국에 부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국 국회의원단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곧 올 것인 바， 그들은 미국의 상표 등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심이 크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정부와 협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편 

지가 미국방성으로부터 날아왔다. 그리하여 아마 상공부로 기억되는 정부 고위관리와 상 

의하였더니 미국의 요구를 구채책으로 지적해서 문서화해 오면 그들 권리를 보호해 주겠 

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상표보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셋째로는 198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의 지쩍소유권에 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다. 우리는 

1986년 7월의 한미협상을 통해 물질특허와 미생물특허를 인정하고 다아가 물질특허의 보 

정과 미시판물질(됐명eline Prod뼈cts) 에 대한 소급보호를 허용해 주었으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제저작권협약(Unive양sal Cop뺨ight Convention)과 제네바 음반협약 

에 가업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닦인 1990 1년에도 특허법을 개정하여 음 

식물 기호불의 특허를 언정하였고 ， 1991냄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 (1992년 12월 15 

일애 밸효)하였으벼， 또한 1992년애는 반도체칩보호법을 마련 0993년 9월 1일 발효)하 

였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국내의 자생적 움직임도 없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보면 미국 

의 지적소유권법이 한국에 「미친」 커다란 영향이라 할 것이다. 

3 오늘날의 현안 

위에서 보듯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법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입법화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여러가지 불만이 있는 바， 그 첫째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지 

적소유권에 관한 무역적 측면 (TRI맘s) 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 

는 요구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볍 수준은 대체로 만족스러우나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움직임이 약하다는 enforcement에 대한 불만이다. 바로 지난 9월 30일을 기점 

으로 소위 복각음반에 대환 수거 및 불법화 조치도 그에 따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趙泰f5j(변호사) 

정상조 박사님의 발표와 김문환 교수님의 토론은 주로 ‘미국’ 이 한국의 지적 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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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쳤거나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려고 그 범위내에서는 그 내용 

의 충실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토론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나다. 따라서 저는 접근방 

향을 약간 달리하여 /미국법 r이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봄으로써 정상조 박사님의 발표와 김문환 교수님의 토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전통적인 지적재산권과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양자로 구멸될 

수 있습다다. 전자는 종래부터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 

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을 포함하는 깨념이며， 후자는 최근에야 논의되고 인정되 

어 온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반도체집왜 보호 풍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 전통적 

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는 현재의 한국볍이 머국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사료되 

나，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작 · 간접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됩 

니다.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체제는 현재 크게 미국법체계， 일본법체계， 짧g 법체계의 

셰 깨로 구별될 수 있는 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볍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본법체계를 따르 

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에 미국의 지적재산권 법체계를 

모방한 적이 었기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 

년대 후반부터 구체화된 한 · 머간의 통상협상의 결과 물질특허제도의 도입， 특허존속기간 

의 연장， 상표사용의 자유화 등 우리왜 지적소유권 제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변화는 미국법의 영향야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힘에 의하여 받은 영향 

이라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는 장래애 있 

어서도 한국법이 미국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생을 거의 없다고 사료휩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은 특허에 었어서외 선발명주의， 상표에 있어서의 선사용주의 퉁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 

도를 가지고 있어 타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바，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의 제도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국제화에 있어서도 미국의 제도가 

특별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사료됩애다. 그 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협 

상에 의하여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우 

리의 지적재산권법들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제도 그 자체에 관하여는 미국측 

에서도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다다. 미국측이 현재 제거하고 있는 문제는 

그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은 결국 민사 

소송제도나 형사수사절차에 관련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법률 

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측에 수용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받을 가능 

성도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분야에서 우려법야 확근 미국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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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영향을 적지 아니 받았으나， 향후에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분야，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반도체첩의 보호 등 

에 있어서는 우리법이 미국법에 의한 직 。 간접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계속 받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에서 그 보호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이므로 입법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제도가 참작되었다고 생각됩니 

다. 그리고 그 제도들의 운용과정에 있어서토 미국의 판례들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예 

상됩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