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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0년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정비
 (취지) 경제성장자원으로서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전반의 국가 비전 및 전략

수립의 필요에 따른 조치
 (개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은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통일하고 일관된 원칙의 구심점 기능 부여를 목적으로 제정
- 동법 제6조에 근거,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설정,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기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어온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거시적 비전에 따른 일관된

정책 방향 및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지난 10년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전개
 (개요) 지식재산기본법(과기부 소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자문위원회)를 총괄

축으로 두고 있으며,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른 관련 사업 시행
- 특허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법, 과학기술기본법, 산학협력법, 기술이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통상조약법 등 소관부처별 지식재산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
- 과기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기부 등 R&D 상위 부처는 지식의 생성, 보호,
확산 등 지식재산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관련 법제와 제도를 마련
 (성과) 지식재산에 대한 산학연관의 인식 제고, 특허소송 전문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환경 조성, 지식재산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이룸
 (한계) 의사결정 및 권한, 준입법적 기능, 직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기능 통합성 등을

설정하지 못한 체계는 효과적인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설계에 실패
 현재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 변화
 (충격) 지능형디지털전환, 글로벌 팬데믹, 기술패권심화 등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충격요인은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대한 충격요인으로도 작용
- 융복합 확대, 소프트웨어 보호, 디지털혁신환경의 변이(지식의 공유성, 인공지능의
창작성 등) 등 디지털화가 가져온 기술간, 주체 간 ‘경계의 소멸’
- 그리고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 국제 표준가이드라인 갈등 등 ‘통상질서의 혼란’
등은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충격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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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디지털화와 통상질서 변화는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관련

지식재산 총괄 축과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주도적이고 유연한 대응 역량 중요
- 국가의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 글로벌 지향 관점의 지식재산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갈
구심점에 대한 니즈가 확대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미국) 특허청(USPTO)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조성하고, 정책조정을 이끌어가는 특수직군(IPEC)을 두고 어젠다를 유도
- 범부처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인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Center)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에 대한 위협(불법거래, 위조, 유출 등) 대응 전략 수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과 국가판권국(저작권) 중심의 지식

재산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연석회의’에서 정책 어젠다 유도
- ‘지식재산강국건설개요(2021-2035)’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품질강화, 전략적 집중,
연계 강화 등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高가치특허 확대 등을 추진
 (영국) 지식재산청(IPO) 중심으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해 창출,

보호, 확산, 인프라, 위반 행위 단속, 교육 등 관련 정책이 집중
- IP금융, 혁신바우처 등이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며, IPO의 ‘Corporate Plan
2021-2022’는 브렉시트(Brexit) 관련 자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설계
* 지식재산 고품질화, 지식재산 서비스 고도화, AI &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체계 조성, 탄소중립
등 인류가 직면한 타겟기술 중심의 기획 강화 등
 (프랑스) 산업재산권청(INPI)과 문화부 지식재산국(BDPI)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조성하고, 정책조정을 위해 분야별 관련 위원회를 두고 어젠다를 유도
- PACTE(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근거 하에, 특허 창출 강화, 제도의
현대화, 관련 소송의 간소화, 심판제도의 신설 등 환경 정비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연방법무부 중심의 지식재산 정책 환경 조성하고, 관세청

중앙산업재산권보호국은 지식재산 관련 포괄적 데이터 구축 지원
- ‘The High-Tech Strategy 2025’는 지식 상품화 및 혁신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프라운호퍼연구소, 슈타인바이스재단 등이 지식확산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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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의 필요
 유형별, 법제별 산재한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연계‧조정을 위한 총괄 거버넌스 역량

제약, 급변하는 혁신환경 속 글로벌 리더십 제약, 정책 간 정합성 제약 등 직면
 부처별, 지식재산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보호, 활용 등의 정책,

대내외 이슈 대응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적정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필요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

과제 1. 지식재산정책거버넌스의 재도약을 위한「지식재산기본법」개정
 지능형 디지털 전환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직면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축,

정책 시행 등을 위한 기본법 기능 재검토
- 국가지식재산 총괄거버넌스 역할 재정립, 사무기구의 전문화, 지식재산 범위의 검토,
고품질 지식재산 확대를 위한 다부처 정책 효율화 방안 등의 명시 필요
 지식재산기본계획의 국가 비전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융복합에 따른 상호 보완 및

결합을 촉진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전략 확대 등을 지원하는 기능 명시
- 국가지식재산 비전 및 전략제시를 위해 녹서-백서-기본계획 수립 경로를 설계하여,
국내외 동향 및 방향성에 대한 산학연관 집단지성을 강조
- 지식재산 정책 수행 부처 간, 산학연관 간 상호연계채널 구축의 근거 마련

과제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
 국가 지식재산 행정을 주도하는 상위 조정기구로서, 전문성, 정책조정 역량 강화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②항의 9(「지식재산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위원회) 신설
 국가 지식재산 비전 제시, 국가의 중장기 어젠다 설계, 충돌 이슈 조정 등 수행

과제 3. 대통령비서실 조직 내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국가 지식재산 전략, 목표 수립 및 조정, 지식재산 어젠다 관련 대통령 보좌,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중재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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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식재산 정책 환경과 거버넌스
STEPI Insight |

1. 2010년대 정책 환경과 지식재산 거버넌스
 지식재산과 산업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제도는 발명자의 지식공개 대가로 부여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 혁신 유인 제고 및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주요 인센티브 기능을 수행
- 지적 노력에 기반 한 연구개발, 조사, 사고 및 창작활동 등의 결과물을 포괄하며, 법률이
정한 권리로 보호 가능
* Schumpeter, Solow 등으로 이어지는 혁신기반 성장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접근은 기술과 성장을
연결시켰으며, 특히 Romer는 지식재산을 성장이론에 적용하며, 그 가치를 강조
 또한 지식재산 그 자체 뿐 아니라 지식재산과 금융, 지식재산과 사업화, 지식재산과 서비스,

지식재산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활용 모델이 확장
 지식 기반의 경제성장 모델이 강조되면서, 주요 혁신국가들은 자국의 지식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 환경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비전 제시
-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식재산정책을 지식
기반사회의 중심 추진축으로 인식하고, 지식 강대국을 지향
* 오바마 행정부(2009년 1월 출범)는 백악관 내 지식재산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을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육성을 주도하는 역할 부여

- 일본 역시 2003년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이후 「지식재산입국」
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지식 강대국을 표방
 산업화를 이끄는 지식재산 정책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은 17C 초반 이미 현대적 의미의 특허제도 도입, 19C 후반 에디슨의

전기시스템 구축으로 산업 기반 확장을 이끈 미국 또한 19C 초반 특허심사 체계 구축
 20C 후반 들어 컴퓨터, 인터넷 등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린 미국은 20C 중반에 이미

현대 특허법의 골격을 설계하고, 이후 친특허정책 등 국제사회 특허정책을 주도
-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 역량과 결합된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의 확대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적 인식을 넘어, 그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영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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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다각적 변화는 기존 특허 중심의 산업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과

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조명이 확대
- 디지털 기술의 확대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산업 관점의
지식재산 역시 저작권, 표준 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 지능화에 따른 플랫폼 중심 혁신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매력도’ 개념까지 지식재산 영역
으로 등장하면서 그 범위와 기능이 다양화되는 추세
<표 1> 지식재산 기반구축과 산업전환의 시점
시점
주도국

1624
영국

1836
미국

1950s
미국

1980s
미국

동인

현대적 의미의
특허 제도 도입

특허심사 체계
구축

현대 특허법의
골격 설계

친특허(Pro-p
atent) 정책

시점
주도국

18C후반
영국

19C후반
미국

20C후반
미국

21C초반
미국

동인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기술

주력 IP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저작권,
표준

지식재산

산업전환

2000s
미국
친IPR(ProIPRs)정책,
IP-Biz 확대
21C후반
미국
지능형디지털
기술
특허, 저작권,
표준, 매력1)

주: 1)김상배(2017), “정보문화산업과 미중 신흥권력 경쟁” 「한국정치학보」, 51(1)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한국은 2010년 전후, 글로벌 NPEs(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림)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이슈화*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과학기술과 연계된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의 계기가 됨
* (예시) IV社에 의한 특허매집 및 국내 시장으로의 공격적 자세(IP소송/분쟁 제기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따른 산업계의 위기의식 확대
* 관련 정부 조치는 특허청 중심의 ‘산업재산권 남용방지가이드라인’ 작성, 교육부 중심의 대학 연구실
보유 지식재산 관리 권고 조치 등이 시행
 이 시기 지식재산정책은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 접근이

이루어지고, 지식재산 전반의 국가전략 수립 및 정책 조정의 어려움이 제기1)
-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지식
재산 자체 뿐 아니라 R&D관점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 정책 시행
1) 정무위원회(2010.9), 「지식재산기본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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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이 분명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범부처 협력적 정책 부족과 사전․사후 평가 없이
정부 부처별로 집행되는 지식재산 관련 예산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
 미래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설정 및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따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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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가 단행(2011년)2)
-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설계
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의 조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 관련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조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지식재산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3)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하는 역할 부여

2. 지난 10년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현과 혁신환경의 변화
 지난 10년의 지식재산 거버넌스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정 및 설치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제 기능 수행에 제약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16.1.)을 통해 소송
전문성 제고, 기술유출로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16.4.), 지식재산 네트워크
(KIPnet) 활성화 등의 성과
 「지식재산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는 지식재산 정책의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른 추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각 부처별 관련 법률 중심의 정책 유지
- 지난 10년간 혁신환경 변화나 지식재산 관련 주요 기능의 조정을 담는 개정은 부족
* 2017.12.19. 일부개정이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29조의2’ 지식재산의 날 지정을 위한 개정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능형 디지털화 시대에 적합하고4) 유연한 정책 수립의 어려움
* 예술창작물과 산업에서 대량생산되는 디자인과의 경계,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 확대(’14), SW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의 온라인전송 보호방법(’15) 등에 관해 특허청과
문체부간 갈등 지속

2) 국가법령센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유(2011.7.20)
3) 국가법령센터
4) 지식재산연구원(2017.05.31.),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 방안”

7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

** 포켓몬고 등 기술･문화 융합산업은 다양한 지재권의 집합체적 성격을 지내고 있어, 기존 권리별로
입안된 정책들의 충돌 또는 보호의 사각지대 형성할 우려 존재

- 특히, 디지털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혼재된
소프트웨어는 표현에 대한 저작권 보호, 구현 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호라는 이원화된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들 간 연계가 중요하나 협력 부족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경우, 행정위원회가 갖는 의사결정 및 이를 표시할 권한, 준입법적

기능, 직무의 독립성, 기능통합성 등이 없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로 정책조정 역할이 제한적
-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 협의 등 행정기관 의사결정에 자문과 조언을 주는 위원회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5)
* 2021년 기준 행정기관위원회는 622개로 유형별(행정위원회 42개, 자문위원회 580개), 소속별(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0개)로 구분가능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22개(행정위원회 2, 자문위원회 20) 중 자문위원회에 속함6)

<표 2> 행정기관위원회(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특징
기준

행정위원회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권한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하며, 행정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할 수 있음)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설치요건

①
②
③
④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사무기구

설치가능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자문위원회

설치 불가능
단,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기능을 조정,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 설치 가능

자료: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www.org.go.kr)

- 위원회 지원업무 수행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임기제 공무원) 소관을 총리실에서
과기부로 이전(’13)하여 범부처가 아닌 특정 부처 소속이라는 인식 형성
5) 김종세(2016)
6) 행정안전부(2021), 「2021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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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부처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어려움
 2010년 초반 국가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조정의 필요성에 따른 기본법 및 위원회 설립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행정조직별 분포된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연계성은 부족
STEPI Insight |

-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24개 관계 부처가 지식재산 관련 이슈와 업무를 취급하나 실효적인 통합적
소통의 창이나 협력 채널은 부족
 혁신환경의 변화
 지능형 디지털전환(4차 산업혁명), 글로벌 팬데믹, 기술패권심화 등 글로벌 밸류체인에 충격

요소들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혁신환경 내 급격한 총체적 변화가 진행
- 이러한 변화의 특징은 상호영향성과 융합적 특성을 지니며,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기술과
문화 융합 등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역시 변화가 예상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기업 또는 제품 등은 다른 산업영역으로 융합 또는

전환 등 새로운 시장에서 기존 경쟁력 유지 및 파괴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 IBM : IT 제조 → 서비스, 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 Rolls-Royce : 자동차(엔진) 제조 → 서비스(예지정비) 등
* Google : 검색 서비스 → 서비스(교육, 여행, 지도 등) → 자율주행차 등

- OECD가 강조하는 Servicification*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 결합으로서, 제조 활동에
있어서 생산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관련 서비스임**을 강조
* Servicification(제조의 서비스화)은 제품의 가치가 제품 자체 뿐 아니라 제품의 유지/보수/활용을 위한
서비스 환경에 의해 상승하며, 제품 기획을 위해 전후방 관련 서비스 기획도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
** 전화기 : 통신 → 검색 → 교육, 상거래, 금융, 문화 등 기능의 확대

 혁신환경 변화와 지식재산의 관계
 (융복합 확대와 지식재산)지능형 디지털 기술에 의해 빠르게 전개되는 산업의 게임체인지,

전형적인 산업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분리→결합)
-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화로 기술과 문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분야를 초월하는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 등 이슈 확대
- 콘텐츠, 컴퓨터프로그램(SW, AI, Data) 관련 분야는 기술적 사상(특허권)과 표현(저작권)
간의 분리가 갖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연계 방안에 대한 니즈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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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패권 경쟁과 지식재산) 기술선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 기술동맹

가시화에 따라,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철저히 소외되는 상황7)
-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R&D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니즈가 확대
 (통상과 지식재산) 글로벌 팬더믹 및 디지털화 등이 가져온 기존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는 산업화시대의 전형적인 통상을 넘어서는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제기
-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IP 통상전략 수립 등 필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과의 협력
및 관련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니즈가 확대
- 지식재산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세제), 디지털통상의 이견(데이터 현지화, data
localization) 등 갈등요인에 대한 조정 역할 니즈가 확대

3. 2020년대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대한 니즈
 지식재산 가치 확대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IP-Intensive Industry)*은 일반제조,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8)
* IP-Intensive Industry는 지적활동의 집약도가 높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

- EU는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의 직접적인 일자리 기여 25.9%, GDP 기여는 38.6%

(EPRSauthor, 2014), US는 일자리 기여 33%, GDP 기여 41%로 산출(USPTO, 2021)
- 한국은 일자리 기여 29.1%, GDP 기여는 27.3%(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자본투입의
성장기여 51.1%,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성장기여는 이의 1/3 규모인 16.5% 수준으로
산출(KISDI, 2020)
-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490조원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2)

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21),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8)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10

I. 지식재산 정책 환경과 거버넌스

 혁신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확대
 지능형 디지털혁신환경은 기술, 경제, 통상의 관점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혁신성과 확대를

위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지식재산 이슈가 제기됨
STEPI Insight |

<표 3> 혁신환경변화와 지식재산이슈
변화요인

지식재산 이슈

관계 부처

기술
속성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기술의 확대로
기술융복합 범위의 전환적
변화(제품&서비스, 기술&문화)

디지털화로 지식재산 권리에 대한 모호성
제기, 권리주체/보호대상의 불확실성 확대

문광부, 산업부,
과기부, 특허청 등

경제
환경

디지털화, 데이터 경제, 플랫폼
중심의 경제, 산업 다양성 확대
지식재산의 경제자산화 확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R&D, 지식재산 정책간
연계 필요성 확대

과기부, 문광부,
특허청, 산업부,
중기부 등

통상
환경

글로벌밸류체인의 충격, 지식재산
자체가 대외관계 무기화

국제 지식재산 규범 재논의 필요성 제기,
통상 우위를 위한 협상력 강화의 중요성
확대

과기부, 외교부,
특허청, 문광부 등

 전형적인 지식재산권이 갖는 특징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충격에 의해 창작자 발명을 보호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변화의 축이 작동
-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성, 데이터 활용과 남용, 주체들의 복잡성, 법제간 충돌, 가치 집중
등에 대한 논의와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
- 변화요인별 지식재산 이슈가 다양하게 제기되며, 관련 법률 및 정책 시행하는 부처 역시
다면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적 이견 충돌 및 충돌 가능성 제기
 현장의 목소리 : 혁신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우려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대한 충격요인과 국내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관련 주체의

우려 확대
<표 4> 국가 지식재산행정체계의 한계에 대한 산학연 관계자의 목소리
구분

현장의 목소리

산업재산권

각 부처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들이 정합성을 갖기 어려운 정책 거버넌스
산업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등의 정책이 소규모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책실현의 비효율성 발생
각 부처별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들 간 연계되지 못한다면 관련
탐색비용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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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장의 목소리

저작권

기술환경의 변화로 저작권-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 등 지식재산(권)들 간의 유기적인 융복합, 조화
등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 조화, 연결이 아닌 지나친 구분 정책에 따른 비효율성
야기(예시, SW의 저작성격 vs. 특허성격)

신지식재산

디지털 혁신환경 속에 새롭게 등장할 신지식재산 관련 인·검증, 보호 등의 업무 영역, 지원체계 등의
모호성이 존재(지원 전담주체의 부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NFT 관련 관계부처, 관련주체 협의 구심축 부재

글로벌
이슈

인공지능, 기후협약, 메타버스/가상화폐 등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가이드라인 및 관계형성 중심 축
기능 및 어젠다 설계 역량 부족

 혁신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주도할 지식재산 거버넌스 미흡
 디지털화와 통상질서 변화는 다변화되고, 급변한 속성을 갖고 있어, 사전에 견고한 정책

수립은 어려워, 총괄 축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 중요
- 결국 관련 주체들 간의 빠른 의사소통, 정책협의 및 기획이 중요하지만, 현재 관련 거버
넌스는 복잡하고, 전문성 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족
 국가의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의 지식재산 정책 어젠다를 이끌어갈 구심점에 대한 니즈가

확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재된 관련 정책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총괄컨트롤타워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정책 조정을 위한 사실상 기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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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USPTO) 특허, 상표 등과 관련된 국가 관점의 가이드라인, 주요 이슈별 전략 수립, 대외

관계 대응의 중심축 기능 수행
- 공석에 있던 USPTO 의장은 ’21. 10월 GE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출신, 군용항공기
제어설계 엔지니어, AI 등의 전문성, 특히 특허소송 경험이 풍부한 Kathi Vidal을
USPTO 장에 지명하면서, SW, IP 보호 중심의 미국 특허전략 표명
- 수석 경제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OCE)은 미국의 지식재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USPTO 자문
 (Copyright Office) 저작권 유지, 보호 등의 활동, 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 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청의 하부조직으로 법무자문관, 정책 및 국제문제 담당관, 등록
정책 및 실행 담당관, 공공 정보 및 교육 담당관, 저작권 현대화 담당관, 재정 담당관,
운영 담당관, 공공 기록 및 저장 담당관 등을 두고 있음
<표 5> 미국 지식재산 정책 소관부처의 개요
주요 기구

미국특허청 USPTO

저작권청 Copyright Office

예산 규모

총 수입 36.57억 달러(’20), 이중 약 91%는 특허 기반,
나머지 9% 정도는 상표
총 지출 36.23억 달러(’20), 이중 약63%는 인건비

주요 수입원은 저작권 등록비,
유지비 등
총 수입 36백만 달러(’20)

인력 구성

6,500명(이중 50%는 심사관, 나머지 50%는 기술이나
법률인력)
심사관들은 기술분야에 따라 각각의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TCs)에 소속

440명
주로 법률인력(변호사)

권한의
자율성 정도

2012년 이후 독립운영기관화(수입에 대한 세출권한 보유)
(offsetting collections)
세출 대비 잉여수입은 특허상표비 예비펀드(Patent and
Trademark Fee Reserve Fund, PTFRF)에 적립

의회도서관에 소속
특허상표청과 마찬가지로
독립운영기관으로 작동

구분

자료: https://www.uspto.gov/ip-policy/copyright-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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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조정특수직군) 오바마 정부(’09.1. 출범) 이후 백악관 내 IPEC(IP Enforcement

Coordinator, 지식재산조정관)을 두고 범정부 지식재산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육성 추진
- IPEC의 주요 임무는 범부처 지식재산 집행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지식재산과 관련된
범부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바이든 정부(’21.1. 출범)은 ’22.5월 기준 시점까지 여전히 IPEC을 임명하지 않아,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의 임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음
<표 6> IPEC 구조
구분

미국 ‘범부처 지식재산 집행 자문위원회(IP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

체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근거법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PROIP Act)

위원장

지식재산 집행조정관(IPEC)

구성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예산관리국, 미국
무역대표부로부터의 장관급 인사

위원회업무지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실

역할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을 자문하고, 3년마다 범부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지식재산의 침해, 특히 통상 분야에 중점

자료: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omb/intellectualproperty

 공공 자문위원회(Public Advisory Committees)는 1999년 미국 발명가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 근거하여 만들어짐
- 특허 및 상표의 운영관리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미국 시민대표들로 구성되는데, 특허
및 상표의 정책, 목표, 성과, 예산, 사용자 비용(출원료, 유지비 등) 등을 검토
- 위원들은 상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s)
으로 간주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 축
 기본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추구하며, 국외에서도 자국 지식재산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강력한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2004년 부시 행정부는 조직적 위조 대처전략(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 STOP)을
대통령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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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국무부 등이 일관되게 자국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공통의 방향성 구축
STEPI Insight |

※ (참고) IPRCenter(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9)
 1998년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포괄적 국제범죄통제전략10)의 일환으로 행정조직상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 감독을 받는 정부기관의 형태로 설립11)
- 행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집행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인한
위조품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
 IPRCenter는 미국관세국경보호청, 국방범죄수사국, 상무부,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
* 미국관세국경보호청, 국방범죄수사국, 상무부(DOC), 국제무역청, 연방수사국, 미국식품의약품(FDA)
범죄수사국, 미국총무청감찰국, 미국 이민국관세청, INTERPOL, 해군범죄수사국, 미국특허상표청,
미국우편검사소, 국무부 국제지적재산권 집행국

- Amazon, MERCK, Phizer, 3M, CITI, Alibaba Group 등의 민간기업 및 각종 협회,
해외정부기관과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이외에도 2021년부터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관련 범죄·사기에 대해
교육하는 무료봉사 프로그램인 ‘IP Protect’서비스 제공12)
 IPRCenter는 강력한 자국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불법무역 방지’, ‘공중안전 보호’,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등 세 가지 미션을 제시
- (불법무역 방지) 미국 혁신 및 공급망 보호를 통한 자국경쟁력 확보
- (공중안전 보호) 위험가능성이 있는 위조 제품의 판매 및 수입 예방
-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IP절도 및 불법 무역 근절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IPRCenter는 美 무역대표부와 협력하여 타국의 지식재산권법으로 인한 미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식별
-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민간의 대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사적 영역의
노력을 조직화하고,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보 및 모범 사례를 민간과 공유
 미국의 경제, 공공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지식재산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민간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
9)
10)
11)
12)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국제 범죄 통제 전략은 대통령 결정 지침(PDD)에 의해 결정된 국제 범죄의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https://www.loc.gov/item/lcwaN0015587/
https://www.iprcenter.gov/ip-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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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이 구축된 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위협 식별, 정보 공유, 불법거래관행을
통제하기 위한 전담 특수요원 배치
- 데이터 및 정보를 조직 전체에 공유하여, 조사역량 및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 발생
<표 7> IPRCenter 지식재산권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Operation Engine
- Newity

Operation in Our
Sites
Operation
Apothecary
Operation Team
Player
Operation Body
Armor
Operation Chain
Reaction
Operation Surge
Protector
Tobacco Program

내용
미 자동차 업계는 2009년 위조 자동차부품 및 장비의 불법 판매·유통과 관련한 위협을 IPR
센터에 전달
본 프로그램은 위조 에어백 사건과 같은 위험 해결을 위해 HSI, CBP, FBI 및 기타
파트너기관간의 협업으로 운영
IPR센터는 현장 요원을 통한 조사를 지원하며 업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
웹사이트를 통한 위조제품, 불법 복제영화 및 텔레비전 콘텐츠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2010년 6월에 시작된 IOS는 범죄수사, 도메인이름압수, 자산압수 및 체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온라인 IP범죄활동에 대응
2004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국제우편시설, 특급택배허브 및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수량위조, 미승인 및 불량 약물 밀수 범죄를 해결
위조 스포츠 상품, 티켓, 의류 판매 및 밀매 제조업체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함
미승인 위조 개인건강관리 및 미용제품의 미국 불법수입 근절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판매 급증으로 인해 여러 연방정부기관은 밀수 근절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건강 및
미용 산업과 협력
국방부 및 연방정부의 공급망으로 모조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6개 기관이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협력
표준 이하의 재료사용 및 제조, 안전요구사항 미통과 제품의 공중보건 및 안전위험을
근절하고자 2016년 발족한 프로그램이며, 불량 전자제품 및 장치의 범죄거래를 방지하려는
목적
국내 및 국제 담배밀수, 위조 및 도난 담배 밀매, 담배와 관련된 국제 자금 세탁을 조사

자료: IPRCenter 홈페이지

 상업사기부서(Commercial Fraud Unit, CFU)는 미국 무역법 및 무역협정을 사취·회피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관련 범죄, 조사 및 국가프로그램의 운영 조정
- 수량 및 원산지나 금액, 수량 관련 허위 신고내용이 포함되며 CFU는 공공 및 민간파트너와
협력하여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계획을 탐지‧사전 방지
- 상업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및 안전, 섬유,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협정
조사, 환경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및 교육부서(Outreach and Training Unit)는 위조품, 불량품 및 오염된 상품 근절을

위해 최신 정보를 산업 및 정부기관과 공유하는 업무를 수행
- 위조품의 건강 및 안전 위험과 영향에 대한 대중 및 공무원 대상의 교육, 국내 및 해외
업체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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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2018년 국무원 조직개편을 통해,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가지식산권국을 둠
- 기존 국가지식산권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 국가질량감독
검험총국(지리적표시) 등의 구조를 국가지식산권국으로 통합
* 국가지식산권국 산하기관으로는 지식재산권 출판사, 지식산권신문사, 특허정보센터, 지식재산권 교육
센터,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특허검색자문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산하 사회단체로는 국가지식재산권
연구회,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 등이 있음
 저작권은 ‘국가판권국’에서 담당

[그림 1]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행정구조

자료: 中国机构编制网(2018.9.11.)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전략 위원회로 ‘지식재산연석회의’를 두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련 부처가 모여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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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식재산연석회의 구조
구분

중국 ‘지식재산연석회의’ (知识产权联席会议)

체계

국무원 지도
국무원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회답(国务院关于同意建立国务院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的批复) 국함
2016 52호(国函〔2016〕52号)
국무위원

근거법
위원장
구성

부위원장 2명(국무원 부비서장,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공사당 중앙선전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등 31개 부처 및 기관

위원회 업무지원

별도 상설조직 없음
다만 연석회의 사무실은 국가지식산권국에 설치를 하고, 연석회의의 일상 업무를 담당,
연석회의 연락관을 두어 각 부서 담당자들과 연락업무 수행

역할

국무원 지도하에, 국가지식재산전략실시와 지식재산강국건설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며, 중요정책 실시에 관해 연구하고, 국가지식재산전략실시계획을 제정

자료: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2016.9.30.),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한 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설립”

 지식재산정책의 기본 축
 2008년 제정된 지식재산권 국가전략인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國家知識産權戰略綱要)」가

현재까지 중국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기조로 작용
- 2009년부터 매년 ‘국가지재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국무원 ‘지식재산강국건설개요’(2021~2035)13)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및 서비스 전반의 수준 향상을 통한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보호 강화(공정성과 정의,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 실현), 품질 강화(시스템, 메커니즘
구축), 전략적 집중(계획과 조정, 핵심영역 강조), 연계 강화(과학기술거버넌스와 연계,
개방성, 포용성)
* 2025년 목표 시장가치 확대: 특허집약산업의 부가가치 GDP 대비 13%,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
GDP 대비 7.5%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은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高价值专利

(高가치특허) 중심으로 기획하고 추진

13) https://www.cnipa.gov.cn/col/col274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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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랑스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14)
 INPI(산업재산권청)은 1951년에 설립된 행정적 성격의 공공기관으로, ‘경제, 재정과 활성화부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MEFR)’ 산하
- 혁신 보호와 기업 등록, 산업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관련 활동 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
 문화부 지식재산국(Bureau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BDPI)은 문학예술저작권

관련 권리 보호 및 보상, 감시, 컨설팅, 전략 수립 등의 업무 수행
- 2000년 문화부 장관 자문 기구로 창작분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재산
최고위원회(CSPLA, Conseil supérieur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15) 발족
- 2021년 문화부는 기존의 HADOPI(저작권보호원)와 CSA(시청각저작물심의회)를
통합한 ‘영상 및 디지털 통신 관리기관(ARCOM)*’을 설립하고 저작활동 지원16)
* 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국가무형자산지원(Appui au patrimoine immatériel de l'État)은 ‘경제, 재정 및 활성

화부’ 법률국 소속으로 공적 무형자산의 관리 및 유산의 가치 창출 전략 수립
 식물 신품종의 경우 식물 신품종 심의위원회17)가 식물 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신품종 획득인증(Certificat d'Obtention Végétale, COV)18) 교부
 산업재산 담당 부처에 산업재산 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CSPI) 설치를 규정19)20)하고, 산업재산 담당 장관 자문
- CSPI위원은 5년 동안 산업재산 담당 장관의 부령으로 임명되며, 이들 중 산업재산 담당
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국 역할은 INPI가 수행
14)
15)
16)
17)
18)
19)
20)

행정 및 절차는 지식재산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이 규정
https://bit.ly/3OMj42y
https://www.arcom.fr/larcom
Instance Nationale des Obtentions Végétales, INOV
https://www.ipside.com/en/services-en/protection-en/proprietary-variety-protection-certificate-en
https://bit.ly/3vSvrkC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69414/LEGISCTA000006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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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 축
 지식재산 정책의 시작은 국제조약(예, 파리협약, 베른협약,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협정 등) 및 다자협정의 영향을 받아 관련 법령, 규제, 제도 등의 환경이 조성
 2020년 4월1일 발효되는 PACTE법*에 근거하여, 특허와 관련된 출원심사 강화, 실용신안

제도의 현대화, 특허무효소송절차 간소화, 특허심판제도 신설 등을 규정21)
*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기업의 성장과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 2020년 7월부터 임시 특허출원 제도를 시작하고 기업이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집중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축적, 보급,

재사용 등을 지원
- DATA INPI 포털22)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상표, 특허, 도면 및 모델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재이용을 위해 공개, 2020년 5월부터 기업 산업재산 데이터 공개로 확대

나. 영국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BEIS* 산하 IPO(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중심 체계이며 IPO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적 관리 기구
- BEIS의 산업전략, 과학 및 혁신 그룹은 IPO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부정책과
지침 및 정보 등을 제공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IPO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지식재산

관리 및 발전부터 범죄 조사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
- 2007년 특허청(Patent Office)을 IPO로 확대 개편23)하면서 산업재산권 중심의 특허
청의 업무를 저작권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

21)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
22) https://data.inpi.fr/
23) 54개 권고를 제안하고 있는 2006년 12월에 발표된 ‘지식재산에 대한 고워스 보고서(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는 저작권에 대한 업무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특허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IP 정책 간의 시너지를 고려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IP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개입을 위해 특허청의 명칭 변경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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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는 경제와 사회를 위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 중심의 지식
재산체계를 유지하고 창조 또는 발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에
STEPI Insight |

대한 인식 확대와 단속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관련 핵심적인 행정 기능 집중
-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 IP 생성, 보호 등 지원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 축
 1449년 최초의 현대적 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오랜 경험, 노하우, 관련 인프라 구축, 1852년

현대적 개념의 특허청(Patent Office) 설립, 1902년 특허법(Patents Act of 1902) 등은
영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특허시스템 발전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
- 영국의 특허제도는 상대적으로 공업 기술이 낙후했던 영국이 유럽 대륙의 기술자들을
영국으로 유인할 수 있게 하여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기능
 IP금융 모델로 BBB(British Business Bank)와 IPO가 공동으로 BPC(British Patient

Capital)24) 조성하여 장기 투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25)를
통해 혁신기업 보증 지원
 2020년 7월 IPO는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Corporate Plan 2021-2022’ 발표26)
- 높은 품질의 지식재산 권리 부여, 브렉시트 협상에서 자국 이익 보호와 지식재산권 시스
템을 발전시키는 유연한 협상 결과 도출 지원, 고객에게 최상의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AI &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 체계 조성, 탄소배출 감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 지원 등 규정

다. 독일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특허상표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은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방지 등의 업무, 연방법무부는 저작권법 관리하는 체계
* 유럽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의 IP 전담 부처
24) https://www.britishpatientcapital.co.uk/
25) https://www.british-business-bank.co.uk/ourpartners/supporting-business-loans-enterprise-finance-guarantee/
about-efg/
26) IPO(2021), IPO Corporate Plan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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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발명, 상표와 제품 디자인 보호, 발명, 특허 부여, 상표등록, 실용신안과 디자인,
지식재산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
 지식재산 관련 법률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관할 하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분리하여 규정
 지역특허정보센터(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Patentinformationszentren)를

전국 20여개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인식 교육 등 지원
 독일관세청의 중앙산업재산권보호국(Zentralamt für den Schutz der industriellen

Rechte, ZGR)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앙집중화된 온라인시스템 ‘ZGRonline’ 운영
 지식재산 전문 인력으로 변리사는 모든 지재권에 관한 특허청의 대리업무가 가능하고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독일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소송의 소송 대리권 보유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 축
 ‘하이테크전략(German government’s HighTech Strategy, HTS)’은 2006년 대·내외

위기극복과 글로벌 선도국 위상 회복을 위한 최상위 범부처 4년 주기 연구개발전략
- 경제 번영 및 연구개발의 혁신 성공을 목표로 한 ‘The High-Tech Strategy 2025’27)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개방적 혁신 및 창업 문화 육성을 통해 지식
상품화 및 창업·혁신 증진 방안 제시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와 슈타인바이스재단(Steinbeis Foundation)

중심의 지식확산(기술이전시스템, 기술전문가네트워크 등) 정책 시행

라. 시사점
 국가별 R&D, 지식산업 등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정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대, 협력 증진 등을 기본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추진
 지식재산 관련 집중형 또는 분산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간, 정책 수행

주체 간 연계 및 협력을 강조

27) The Federal Government(2018), “Federal Government Report on the High-Tech Strateg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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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가별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요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특허/상표 등
관리)
국가판권국
(저작권 관리)

자문기구

자문위원회(IP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
EC: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대통령비서실

*저작권
자문회의(Copyright
Advisory Panel)를
두고 있으나, 주로
창조산업 관련 산업계
의견공유 포럼

산업재산
중국
최고위원회(Conseil
지식재산연석회의(知识
supérieur de la
产权联席会议):
propriété industrielle,
국무위원 및 공산당
CSPI)
중앙선전부,
문학예술재산최고위원회
최고인민법원,
(Conseil supérieur de
최고인민검찰청 등 31개
la propriété littéraire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
et artistique, CSPLA)

업무 범위

USPTO와 U.S
Copyright Office를
중심으로 부처별
(법무부, 무역대표부,
국토안보부 등) 관리
담당업무 분산

BEIS와 IPO가 업무의
중복 없이 역할
분담하며, 주요 이슈와
주제 상호
공유(파트너십)

문화부의 실질적인
국가지식산권국
업무는
(CNIPA)은 전략수립 및
지식재산국(Bureau de
실시, 보호, 활용촉진,
la propriété
심사/심판, 서비스 체계
intellectuelle, BDPI)이
수립 등 수행
수행

특성

특허상표청, 저작권청
외에 각 부처별 담당업무
수행하는 분산형 구조
대통령비서실에
담당관(IPEC)을 두고
대통령자문

IPO가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정책
총괄하지만, BEIS의
산하로 최종 책임과
평가는 BEIS 담당

시장정책 중심의 부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하에 지식재산
분리해서 관리
전담부처를 두고, 대외적
국가무형자산, 식물
평판 확보를 위한
신품종 보호 등은 별도의
시장관점의 지식재산
조직
정책 구축 추진

STEPI Insight |

조직 구조

USPTO(특허상표청,
IPO(지식재산청,
상무부 산하, 차관급)
산업재산청(Institut
BEIS(Department for
U.S.Copyright
National de la
Business, Energy &
Office(저작권청,
Propriété Industrielle,
Industrial Strategy)
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
INPI)과 문화부(저작권)
산하, IP업무 총괄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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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1. 지식재산 관련 법제 관점의 구조
 법제별 정책의 전개
 중앙행정부처는 특허청(산업재산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

성과로서의 IP창출 및 관리), 산업부(지식재산 활용), 중기부(지식재산 거래 및 보증), 검찰/
경찰청(지식재산 모방 단속), 금융위(지식재산금융), 농림부/산림청(지식재산(종자) 관리)
등으로 구분
- 총괄기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등)를 별도로
두고, 위원회 지원업무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위원회 활동 지원)에서 수행
- 특허법은 특허청,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재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제별
소관 부처가 다르며, 지자체별 관련 법령(예,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등 제정
 지식재산 관련 법제는 소관부처가 갖는 기본 역할 및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식재산

분야별 창출, 보호, 활용 및 인프라, 통상, 금융 등의 관점에서 접근
-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소관으로, 발명,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보호, 장려 및 이용도모
등의 기능을 수행
-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저작물에 대해 권리 및 이용도모, 관련 산업기반 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며, 국가연구개발
틀에서 접근 가능한 연구성과의 창출, 보호, 활용 등의 기능을 수행
- 기술이전법, 산업디자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R&D를 통해
창출된 기술의 관점에서 확산, 보호, 관련 비즈니스 지원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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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식재산 관련 법제 및 부처 역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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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관세법(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청 > 적용대상(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신품종, 저작권) > 정부역할(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금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9조) > 공정거래위원회 > 적용대상(무체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 정부역할
(공정거래법의 정당한 행사 여부 규제)
자료: 손수정 외(20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년 성과 및 미래 발전방안 연구」,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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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기본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09.7)에서 「지식재산기본법」제정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하면서, 제정 절차 착수
- 범정부적 입법추진을 위해 총리실에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및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의장: 국무총리실장, 위원: 각 부처 차관) 설치(’10.2월)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11)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및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
- 발명, 상표, 도서ㆍ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 기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 및 기반 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
- 범정부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
-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한 40조항으로 제정
<표 10> 지식재산기본법 조항별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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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관련 법률

소관 부처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촉진) 및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과학기술기본법, 발명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
산학연협력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촉진)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사법경찰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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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소관 부처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발명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화산업진흥원 기본법, 콘텐트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본법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발명진흥법, 공공데이터법, 생물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부

제33조(지식재산
교육강화) 및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학연협력촉진법,

교육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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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부처별 지식재산 정책
 R&D, 혁신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명 또는 창작, 그리고 이들의 적용을

통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모든 부처는 지식재산 정책 설계
- 다만, 각 부처에 주어진 기능, 역할 등에 따라 관련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 대상, 내용의
차이를 갖지만, 일부 중복성, 유사성을 갖고 시행
<표 11> 부처별 지식재산 정책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부
환경부
외교부
복지부
법무부
금융위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역할)
대형 R&D사업단-특허전담관 제도, IP-R&D
IP 교육, 표준특허 관리, SW 및 콘텐츠 창출 지원
지식재산 창출 보상 환경 구축, 인력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IP 교육, IP서비스업 인력 양성
지식재산 창출 보상환경 및 권리 보호 환경 구축
IP-R&D 전략 지원, IP 교육, IP서비스업 인력 양성
인력양성, IP 교육, 품종보호
IP 인식제고, IP 교육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경영 전문인력 기반
디자인 융합형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IP 컨설팅
IP-R&D 전략 지원, IP교육
인력양성, 자원보존, 생물자원 관리, 생명자원 국제협력
해외 지식재산 보호,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식재산 국제협력
보건의료 분야 IP 컨설팅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지식재산 보호/분쟁대응 환경 조성
IP서비스업 인력 양성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지식재산 불공정행위 및 남용 대응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7, 2022),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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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 유형 관점의 구조
 지식재산 유형별 정책의 전개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을 중심으로 창출, 보호, 활용 및 인프라 관점에서 관련 정책이

형성되어 있으며, IP금융 또한 산업재산권 기반 자본조달을 위한 지원
 저작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 창작물의 유통,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신지식재산의 경우, 특허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안부 등이 보호 및 활용 환경

조성, 관련 인식 조성 등을 지원
 생물자원, 생명자원 등에 대해 농림부, 환경부 등이 자원보존 및 글로벌 관련 협의체 등의

활동을 수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보호에 대해, 외교부, 법무부, 공정위,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대외거래 질서 확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표 12> 지식재산 유형별 지식재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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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능(역할)

소관부처

특허, 상표,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부정경쟁, 영업비밀

산업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부정경쟁행위 단속
영업비밀보호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세스 구축

특허청

저작권, 콘텐츠

저작물의 창작, 유통, 이용 환경 구축
공정한 저작권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신품종(종자)
지리적 표시

품종보호, 종자 및 육묘 산업 육성,
종자유통 강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등록, 보호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식물신품종(수산종자)
지리적 표시

수산품종보호, 종자 및 육묘 산업 육성,
종자유통 강화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 보호

해양수산부(국립종자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유전자원, 전통지식

2018년 8월 18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대응 및 법률체계 구축

환경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세 등 대외거래 질서 확립
침해 및 불공정행위 조사 및 판정

외교부, 국정원, 법무부, 문체부, 공정위,
관세청, 특허청, 무역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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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인력 관련 법제는 변리사법(1961. 12. 23), 변호사업(1949. 11.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16. 9. 1.), 공인회계사법(1996. 9. 1., 금융위원회), 세무사법
(1961. 9.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1956. 1. 12.)
STEPI Insight |

등이 관련 인력의 법적 근거로 작용

 부처별 지식재산 생애주기 관련 법제
 정부 R&D 상위 5개 부처(과기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벤처부 등)는 각 부처가

지원하는 R&D를 통한 지식의 생성-보호-확산 등 지식재산 생애주기별 관련 법률을 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
<표 13> 지식재산생애주기별 관련 부처 법제
부처

지식생성

지식보호

지식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7.7조원)

기초연구법(’90)
과학기술기본법(’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
협동연구개발법(’94)
나노기술법(’03)
기후기술법(’21)

과학기술기본법(’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

과학기술기본법(’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
연구개발특구법(’05)
나노기술법(’03)
기후기술법(’21)

산업통상자원부
(R&D 4조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99)
민군기술협력법(’98)
탄소소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99)
산업기술보호법(’07)

기술이전법(’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99)
민군기술협력법(’98)

방위사업청
(R&D 3.8조원)

(국)국방과학기술혁신법(’21)
(국)민군기술협력법(’98)

(국)국방과학기술혁신법(’21)
(국)민군기술협력법(’98)
(국)방산기술보호법(’16)

(국)국방과학기술혁신법(’21)
(국)민군기술협력법(’98)

교육부
(R&D 2.2조원)

산학협력법(’03)

산학협력법(’03)

산학협력법(’03)

중소벤처기업부
(R&D 1.4조원)

중소기업기술혁신법(’01)

중소기업기술혁신법(’01)
중소기업기술보호법(’14)

중소기업기술혁신법(’01)

주: 산학협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은 제정년도는 각각 ’63, ’95 이지만, 지식생성-보호-확산 관점의 조항들이 본격화된 년도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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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1.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지식재산 정책이 직면하는 위기
 (거버넌스 제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통상무역 분쟁의 무기로서 지식재산권 활용 등의 경쟁

구조 가속화 흐름 속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틀 재설계 요구 확대
현장의 소리
“대선 주자들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지식재산처 신설 공약” (한국경제, 2021.5.9.)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전략회의,
지식재산비서관 등의 도입 필요” (한국공학한림원, 2021.3.19.)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시대에 국가 장기생존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시너지 효과 있다.”(전자신문, 2022.2.3.)

-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는 지식재산정책, 대통령 지원 지식재산전문비서관 등 강력한
조정기능 및 소통채널 설계 필요성에 대해 관계 주체들의 지속적인 요구
 (가치구현 제약) 지식재산간 융복합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 산업 분야 간 시너지 효과

발생 및 효과 확산 등에 비해, 관련 지식재산 정책 부처 간 협력적 소통 부족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시장관점에서 연계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의 소관 부처 간 인식의
공유, 적용 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 필요
 (글로벌 리더십 제약) 지능형 디지털기술의 부상과 분야 간 융복합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풀어갈 리더십 부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련 정책 수립 필요
 (연계 효과 제약) 제조업 중심의 혁신 프레임에 따르는 현재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산업

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및 관계 부처 정책이 갖는 폐쇄성은 지능형 디지털
혁신 프레임이 요구하는 개방성, 연결성 등에 적절한 대응의 어려움
- 분산된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해소하고, 소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연계, 협력 창구의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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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로 하는 성격
 (개방성) 급격히 변화하는 혁신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재원들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는 접근
STEPI Insight |

 (유연성) 경직적인 시스템을 지양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연결성) 재원, 정보 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재원 및 주체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설계하는 공동대응 접근
 (포용성) 발명자, 창작자 뿐 아니라 관련 지원주체, 국민 모두의 인식제고를 위한 접근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가 고려해야 하는 주안점
 (지식의 융합) 지능형 디지털 혁신 프레임은 제조와 서비스/지식과 지식의 결합 환경을

필요로 하며, 특히 기술적 사상과 표현적 사상을 결합하는 정책 중요
 (경계의 소멸) 물리적 시장 & 가상의 시장을 관통하는 또는 구분하는 지식재산 정책(분야/

이슈별 차별화) 환경을 필요로 하며, 특히 시장변화를 수용하는 정책 중요
 (글로벌 리더십) 한국이 갖는 특수성(R&D 역량, 혁신 경험, 브릿지 지위 등)에 기반한

글로벌 지식재산 어젠다를 견인하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 채널 필요
 지식의 융합, 경계의 소멸, 글로벌 리더십 필요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의 비전 및 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어젠다 제시 등의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총괄리더십 필요

2.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의 방향
가. 지식재산기본법 개정
 지능형디지털전환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직면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

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시행을 위해 기본법 기능 재검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의 적정성을 위한 관련 환경 정비 조항의 검토, 사무
기구의 전문화를 위한 여건* 정비 등
* 지재위가 중앙행정기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중앙부처가 됨에 따라서 종래 지재위의 심의 및
조정기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능으로 수정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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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화된 디지털 기술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범위에 대한 재검토
-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다부처에서 진행되는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기능 명시에 대한 검토
 지식재산 비전 제시를 위해 5년마다 계획되는 ‘지식재산기본계획’ 체계를 ‘국가 지식재산

녹서(Green Paper)-백서(White Paper)-기본계획’등의 경로 체계로 개편
- 광범위한 정보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국가 중장기 비전제시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동향, 변화의 요인 등의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녹서를 작성하고, 산학연관 주체들의
검토를 통해 백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설계하는 방식 도입
* (참고)영국의 백서(white paper)/녹서(green paper)는 정부 부처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초적 근거
및 주장을 담아 작성한 후 의회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안) 뿐 아니라,
이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목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지 등을 포함
 정책 효율적 조정을 위한 협의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 및 지식재산 관련 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 소통의 필요를 명시
- 지식재산 정책 시행을 위한 분야별 검토 및 협력 과정을 설계하여, 중복, 충돌 정책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율성 확대
* 2010년 국무총리실 주제 17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운영28) 경험이 있으나, 현재
연계 채널 부재

- 소프트웨어와 같이 저작권과 특허권의 연계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는 해당 시장,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관계 부처(문광부, 특허청) 간 상호 협력적 정책 설계 추진
- 연구계, 산업계, 전문기관, 정부 등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 니즈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연계 채널 구축
* 문체부(지식재산보호협의체,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등), 특허청(지재권 분쟁 공동협의체, 한국
지식재산협의회 등),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 등), 한국지식재산협회/한국지식재산
서비스협회 등 다양한 주제별 협의체가 함께 하는 채널 구축

28)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0.3.3.일자), “지식재산 국가어젠다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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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식재산기본법의 전환
현재

변경

구속력 부재
혁신환경 변화, 갈등/충돌 이슈 등에
대한 조정, 설계 권한 미흡

IP 정책 평가 및 예산심의 강화
국내외 지식재산 녹서-백서 작성 및
지식재산기본계획 연결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정책협의체 신설
지식재산기본법 상에 위원회
위상변화를 명시
(예시)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② 위원회는 「정부조직
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
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예시)제0조(지식재산사업 예산의 심
의･조정 등)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
당 기관의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
월 31일까지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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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과기부
법률관계: 다른 법률이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을
따르도록 규정,
지식재산정책(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추진상황 검토 후 개선의견 통보,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지식재산
관련 법령 개정 시 지재위에 통보,
지재위는 의견제시 가능,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지식재산정보
지원)
지식재산기본계획(5년주기),
시행계획(매년) 등

한계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위 격상: 자문위원회→중앙행정기관
 2011년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총괄거버넌스 기구로 위상을 부여받은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 정책 조정권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
-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지재기본법 관련 조항 개정,「지식재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이 필요
<표 15> 정부조직법의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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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개정 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9.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

 국가 지식재산경쟁력 강화, 국가 지식재산 체제의 기본축을 확립하고, 행정을 주도하는 상

위 조정기구로서 국가지식재산 정책 및 예산 심의, 조정 등 수행
- 범부처 지식재산 관련 사업* 조율, 예산의 조정을 위한 심의‧조정 등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
총괄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립
* 부처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 필요

- 지식재산 관련 부처 간 조율, 역할의 유기적 연계 방향 및 정책 조정,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협정 등의 주도적 조정
- 부처단위 사업이 아닌 범부처, 국가적 관점의 지식재산 비전 제시, 국가의 중장기 전략
설계, 대외 관계에서의 중심 역할 강화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능과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의견제시권 및 조사공표권, 자료제출요청권 등 규정
<표 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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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계

변경

대통령 자문위원회
(20개 자문위원회 중 하나)
2011년 신설 당시
국가총괄거버넌스 기능을 기대

부처의견수렴 권한 제약
주요 어젠다 견인 전문성 미흡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및 조정 기능
지식재산 전문가 중심의 조직

Ⅳ.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국가지식재산총괄기구로서의 기능 확보

- 관련 법･규제 개선, 분쟁 조정, 국가 간 지식재산 이슈 대응 및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통합창구 기능 수행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효율성 확대
STEPI Insight |

- 지식재산 정책 심의․의결 사항이 개별 행정부처에 직접적 규범으로 작용하여, 현재 체계
에서 실효성이 없던 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
- 과학기술/R&D 정책, 경제(세제, 금융) 정책, 무역(통상) 정책 등과의 연계 강화
 다만, 부처들과의 취지, 기능, 역할 등에 대한 공감 부재 시 총괄거버넌스 기능 훼손 가능성

내재하므로, 부처가 수행하는 관련 사업들의 파악 및 부처사업들의 조율을 위한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 전문성 담보가 필수
<표 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조
구분

지식재산위원회

개요

부처 현 체제를 유지하며, IP정책의 포괄적 심의의결 등 컨트롤타워 기능

조직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 성격
산업-저작권실, 혁신실(IPR&D), 국제협력실 등
지식재산분쟁조정위원회

권한

지식재산 창출자 및 활용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법제

정부조직법,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조직의 필요 사항 명시),
「지식재산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

예산

일반회계 /기금

운영

행정체계구조: 부처 – 지식재산위원회(대통령실) IP보좌관

장·단점

(장점) 기능배분 갈등 및 거래비용 최소화, 중앙행정기관 책임업무 수행
(단점) 부처간 조율, 통합 기능의 제약 가능성 내재

 지식재산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부합하는 조직 구성

- (국제협력실) 글로벌 공동의 난제(전염병, 탄소중립, 에너지 및 식량 확보 등과 관련된
공동의 목표로 추진 필요한 연구주제) 및 IP통상, IP외교 등의 기능
- (IP혁신실) 지능형 디지털 혁신플랫폼의 지식재산이슈29), IP소송 및 e-discovery 등의
제도 도입, IP금융 등 지식재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제반 환경 점검 기능
* e-Discovery를 위해 전자정보(ESI)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 보존 기반 조성,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내 법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충돌에 대한 검토30)
29) 손수정(2021),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STEPI Insight 282
30) 장완규(2015), “기업 전자기록의 증거력 확보 전략과 미국 e-Discovery 제도의 시사점”, 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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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련 분쟁 이슈에 대한 조정, 제언 기능 부여
* 현재 콘텐츠분쟁조정, 저작권분쟁조정, 산업재산권분재조정,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인터넷주소분쟁
조정, 산업기술분쟁 등 관련 위원회 존재

[그림 3]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조도(안)

자료: 손수정 외(20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0년 성과 및 미래 발전방안 연구」, STEPI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편 사례
2020년 2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하는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함
 (성격) 기존 대통령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이었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기능)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전담
 (조직) 새로 출범한 개보위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개보위 사무처는 4국 14과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 및 실질적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 집행을 담당
 (권한) 개편 이후, 독자적 조직·인사·예산 운영 권한을 보유함
 (예산) 2021년도 기준 예산 36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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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국가 지식재산 비전, 전략, 목표 수립 조정, 지식재산 어젠다 관련 대통령 보좌, 지식재산

STEPI Insight |

정책의 총괄조정/중재 기능 수행
 지식재산보좌관 신설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 내부 업무분장 차원의 접근

으로 가능
<표 18> 지식재산보좌관의 신설
현재

한계

변경

특허청 행정관(3급~5급) 파견

지식재산정책 국정 어젠다 추진 부재
국가 지식재산 정책 충돌/부재에
대한 조정기능 부재
대통령 전문 자문기능 부재

정무직 보좌관 임명
‘대통령-지식재산위원회(심의의결)-각
부처(집행)’의 정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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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organize policy governa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Soo J. Sohn & Eunji Mok
 The maintenan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vironment has been the

cornerstone of industrialization, operating as a major system that drives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growth.
- Historically, the shift in intellectual property hegemony led to the shift in
the power of industrialization, and it is evaluated that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served as a major input resource for
economic growth as the basis for industrialization.
- As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development has shifted to an economic
system that relies on knowledge, major innovative countries have paid
atten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used as a weapon in the country's trade and

related disputes, and will function as the most powerful weapon in the global
innovation game.
- Therefore,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apacity is an essential
task that must be examined for innovative growth and entry and subsist in
the global value chain.
 The intelligent digital innovation environment where awareness is expand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nd policy attention is
concentrated
- In particular, the formation of an intelligent digital manufacturing
ecosystem, the convergence of knowledge, and the disappearance of
boundaries are major challenges that innovation activities are faced.
 In addition to digitalization, external shock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activities such as climate change, technological hegemony, and COVID-19 are
exp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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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Insight aim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change i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governanc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olicies serve as a channel from one industry to

STEPI Insight |

another and serve as a tool for innovation in a specific industry to spread to
other industries.
 Unless

industry-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are linked among
departments dealing with industrial policies, synergistic effects of industrial
innovation cannot be expected.

 Therefore, this Insight examine whether the current structure is suitable for

this connection.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need for efficient redesign of governance,

securing global leadership based on internal capabilities.
 Policy Recommendations

1. Amend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The Act should understand and reexamine the IP environment required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Required provisions for digitization and policy efficiency are enacted, and

existing provisions are amended.

2. Elevate the Council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t ha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t coordinates the policies of each ministry and leads the key agenda for the

national IP competitiveness.

3. Appoint the IP Special Advisor
 The Advisor leads the national vision for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dvises the President.
 The Advisor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efforts of the pan-ministries

engaged i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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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제285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 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2021.12.31.

제284호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진화전망과 혁신전략

2021.12.22.

제283호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지원･육성 현황 및 개선 방향

2021.12.15.

제282호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2021.12.01.

제281호

R&I(Research & Innovation)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기반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의 이해와 사례

2021.11.25.

제280호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2021.10.18.

제279호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2021.08.30.

제278호

기업혁신 현황 국제비교 및 활성화 방향 - KIS 2020, CIS 2018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2021.08.02.

제277호

新 과학기술협력 방향: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2021.07.26.

제276호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2021.07.05.

제275호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2021.06.01.

제274호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향

2021.05.17.

제273호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

2021.05.12.

제272호

혁신정책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시스템 평가체계 구축 방안

2021.05.03.

제271호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

2021.04.26.

제270호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04.08.

제269호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과 지속가능성 진단

2021.03.22.

제268호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2021.03.08.

제267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021.02.18.

제266호

CES 2021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트렌드와 대응방안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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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위성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2020.12.30.

제264호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

2020.12.23.

제263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

2020.12.17.

제262호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2020.11.17.

제261호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정보의 생성·지원 체계화 방안

2020.11.10.

제260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진단: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를 중심으로

2020.10.30.

제259호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020.09.23.

제258호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2020.08.10.

제257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2020.07.10.

제256호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

2020.06.15.

제255호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2020.05.25.

제254호

실증연구 없는 기술사업화는 가능한가

2020.05.11.

제253호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2020.04.20.

제252호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

2020.04.10.

제251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제언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

2020.04.01.

제250호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2020.03.16.

제249호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

2020.03.05.

제248호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2020.02.20.

제247호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0.02.10.

제246호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후생의 측정: GDP-B

2020.01.30.

제245호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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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선임연구위원
(email: sjsohn@stepi.re.kr / Tel: 044-287-2147)

| 주요경력 |
∙ 2005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요연구실적 |

손수정

∙
∙
∙
∙

손수정
손수정
손수정
손수정

외(2021),
외(2020),
외(2019),
외(2018),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지수 비교연구(1차년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주체간 Co-creation 전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 연구원
(email: ejmok@stepi.re.kr / Tel: 044-287-2032)

| 주요경력 |
∙ 2017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 주요연구실적 |

목은지

∙
∙
∙
∙

이광호
손수정
이광호
손수정

외(2021),
외(2020),
외(2020),
외(2019),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5차년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추진전략 연구 , 특허청.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4차년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o-creation 전략 수립을 통합 공동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 한국연구재단.

STEPI Insight | 제299호
발행인

문미옥

발행일

2022년 6월 13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층

문의

전략기획경영본부 대외협력팀(044-287-2152)

FAX

044-287-2067

인쇄처

미래미디어(02-81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