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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홍익표입니다.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

북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정연순 변호사님,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광길 변호사님을 비롯해 토론

자로 참여해주신 각계 각층의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 한해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이며 감격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

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함께 번영하길 기대했으나 현재 우리는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

화와 종전선언,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북미간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꼽습니다. 국제사

회의 제재로 인해그동안의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은 그 규모와 방식이 제한적, 우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

다.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은 왕성

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와도 같습니다. 남북 간 지적재산권의 상호 인정과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 교류는 향후 도래하게 될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엔은 북한과의 지적 재산권 교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대북제재의 선봉장인 미국은 북한과의 지

적재산권 교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가올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비해 재산권 교

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토론회에서 나

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 및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회 사회와 주제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분

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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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최근 북한이 ‘5월1일경기장’ 등 국제상표 6건과 국제특허 3건을 출원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된 일이 있습

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국제적으로 등록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낯선 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보다 빠른 1974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였

고,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경제 발전과 국제 교류에 있어서 지식재산

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WIPO 등 국제기구와도 지

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에도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2000년 투자보장 합의서를 통해 특허권과 상표

권, 저작권과 의장권 등의 권리 보호에 합의하였고, 저작권 분야에서는 민간 차원 교류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상호 보호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

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국면이 되면 교역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확

대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협력의 형태도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방식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력이 그 바탕

이 되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남북 교류 또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공동 번영의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일

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평화가 호혜적인 협력으로 뒷받침되고, 남북경협이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

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남북 지식재산

권 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홍익표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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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남북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

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홍익표 의원님과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화 교류는 서로의 저작물 이용과 이동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저작권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와 협력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의 제3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해 상호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베른협약 등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에도 함께 가입하고 있어 저작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

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 등에 따라 남북 저작권 교류와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남북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교류의 의의와, 앞으로의 

지식재산 교류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남북 문화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에 저작물을 원활하게 교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정부의 지식재산교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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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92)」 및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03)」 

**     美의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31 CFR Part 510)은 미국인(기업)의 북한 내 지재권(특허, 상표 등) 출원·등록 관련 관납료 납부, 대리인 수수료 지급은 허용

***  ’12 ’̃17년간 북한 내 외국인 특허등록: 총104건(스위스 23, 미국 17, 이탈리아 10, 인도/영국 9, 중국 6)

축사

먼저, 「남북 지재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익표 의

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주제 발표로 본격적인 토론

의 막을 열어주실 김광길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식재산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닫힌 빗장을 열기 위한 노력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 지재권 보호에 관한 남·북 간 합의가 두 차례* 있었고, 저작권 분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차원

의 교류가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합의들은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당국 간의 협력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남측의 지재권이 

북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널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저희에게 새로운 기대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북 지식재산 

협력의 물길을 새롭게 열어보라는 희망의 말씀들입니다. 지재권 분야보다 더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고, 대북제재라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의 제약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기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지재권 출원이나 보호에 관한 활동은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일부 외국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특허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재권과 관련한 문

제는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지재권 분야에서 남북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가늠해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재권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남과 북에서 서로의 지재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익표 의원님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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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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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광길

 학력 및 학위

- 광주 석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인터넷과 법)

-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n Studies Center Visiting Scholar

-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방문학자

 주요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구원 제30기 수료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법무팀장 (2004-2013)

-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수련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좌장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前 
前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학력 및 학위

- 1994. 변호사 개업

- 2001~2006 특허청 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10~20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2016~20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2018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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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세진

 학력 및 학위

- 2005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Summa Cum Laude) 졸업

- 2008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주요경력

- 2008~2009 미국 Washington주 고등법원
 (Washington Court of Appeals, Div.I) 
 Mary Kay Becker 판사 재판연구관

- 2010~2011 소말리아해역 호송전대(청해부대) 법무참모

- 2010~2013 해군 법무관(법무행정장교)

-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서 및 논문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신희택/김세진 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저, 2016)

-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 on Microsoft's Tying Practice : 
 The Second-Best Remedy For Harmed Competitors" 
 (16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375, Seattle, 2007)

- 소말리아해적 문제와 군의 역할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1)

- 패러디 항변 관련 저작권법 연구,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분의 문제 
 (LAW & TECHNOLOGY 제8권 제4호, 2012)

- 개인정보에 관한 '잊혀질 권리'의 개념 : 그 법적 근거와 한계 
 (LAW & TECHNOLOGY 제10권 제2호, 2014)

-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중단조치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130호, 2016)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법률 제31호, 유욱 공저,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허인

 학력 및 학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주요경력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팀장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과장

-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부, 통일부, 특허청 등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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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김기헌
에스와이피 특허법인 대표

홍성욱

 학력 및 학위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학사)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석사) 졸업

- Stanford research institute (SRI) 기술사업화 과정 수료

- UCSD 기술사업화 과정 수료

 주요경력

- 특허법인 프라임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사업부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기술거래사 / 중소기업융합전문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표준특허창출지원, 2014)

- R&D-표준연계 인력양성사업 강사(한국표준협회)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정회원

- 고려대학교 캠퍼스 CEO 지식재산권 강사

 저서 및 논문

- 표준과 특허연계전략의 모색: 기술혁신, 연구개발, 
 표준화 단계별 (산업재산권 제28호, 2009)

- 트렌드분석법을 이용한 4차 산업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지능형시스템학회, 2017)

 학력 및 학위

- 북한학(경제)박사

 주요경력

- ㈜남북저작권센터 대표이사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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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협력과장

박용주

 학력 및 학위

-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사

- Boston University, 
 Master of Science in Administrative Studies

 주요경력

- 기술고시 33회

- 철도청 부산차량사무소 (1998)

- 특허청 일반기계심사과 사무관 (2001)

- 특허청 인재개발팀 서기관 (2007)

- 특허청 국제출원과장 (2013~2015)

-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2015~현재)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영일

 학력 및 학위

- 서울대 지리학과

-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석사)

 주요경력

- 행시 41회

- 공보담당관

- 인도지원과장

- 사회문화교류과장남북경협과장

- 교류협력기획과장 (2017.9~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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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김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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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며,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북한에 권리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에 출원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시에 권리가 발생하므

로 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북한의 지식재산권 법제는 「헌법」 이하 법령 및 국제조약에 따른다. 북한은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관련하여 동맹국 간에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이하 ‘파리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 「발명법」을 두고 있는 외에 「특허협력조약」

(이하 ‘PCT’)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상표법」을 두고 있는 외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

드 협정」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북한은 「공업도안법」을 두고 있는 외에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 협정’)에도 가입되어 있다. 저작권과 관련

하여서는 「저작권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외에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

른협약」(이하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 조약들에 따라 북한에 각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남한(법)

인이 출원인으로서 북한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② 남한(법)인이 외국(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북한에 

출원하는 방법, ③ WIPO에서 관장하는 PCT/마드리드/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①과 ②

는 파리 협약에 따라 출원하는 방식이다. 남북 간에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협약 경로에 의해 북한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 접수 시 북한의 발명총국에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북한의 대리기관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WIPO 출원(특허의 

경우 PCT 절차,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시스템, 디자인의 경우 헤이그시스템)에 따르면 출원 시에 출원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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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각 서류와 수수료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 및 납입하면 대한민국 특허청이 이를 WIPO에 전달

하고, WIPO는 국내진입 단계에서 서류와 수수료를 북한 행정기구에 전달하게 되므로, 출원을 일괄적

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직·간접출원과 WIPO 출원 중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출원

하였든 간에 특허 등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있어서는 북한 발명법 등의 거절이유가 동

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경우, 남한에서 북한으로 WIPO 경로를 통한 출원 시도가 최근 10년 간 

수십 건 있었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제3국을 우회한 경로를 통해 상표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된 예가 

있으나 이 역시 배후에 남한이 있다고 알려지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었다. 

북한에서 출원인이 남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절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보

면 북한의 인용상표가 남한의 출원상표와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없더라도, 남한 상표와 유

사한 것이라 판단되어 남한 상표의 출원이 거절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정책

적으로 보호를 거절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남한의 국제출원에 대해 보호를 거절하

는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UN 등에 함께 가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로

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과 연관하여 북한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WIPO 경로 등

을 통하여 남한에서 출원된 권리를 모두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남북 간 지식재산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의 공유, 서류의 송달, 수수료 납부,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체결 내지 그 대가의 지급,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은 남북 

간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지식산권보호협의와 같이 남북 간에도 「남북한 지식재산권보호합의」를 체결

함으로써 활발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는 UN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개별 국가(미국, EU,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의 독자제재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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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의 10개 결의 가운데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이전 금지, 과학기술 협력 중단 규정(제1718호 제8조, 제2321호 제11조) 위반 

여부도 핵 등 상관없는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교류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및 관련 금융제공 금지 규정(제2087호 제12조, 제2094호 제11조, 제14조, 제2371호 제13조) 위반 여

부도 지식재산권 교류에 따라 북한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북한 지역 변호사나 대리인 등에 지급하는 

보수 등은 기존 UN 안보리 제재가 금지하는 행위에 기여하거나 기존 UN 안보리 제재가 부과한 조치

를 회피 또는 우회할 목적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오

히려 대북제재규정에서는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미국 또는 북한 내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허용되며

(authorized), 이러한 거래에는 지식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인(persons in North Korea)에 대

한 지급이 포함된다(제510.517조 (a)항). 한편 북한 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 및 북한 내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합리적이며 통상적

인 수수료와 보수의 지급(동결된 계좌를 통한 지급은 제외)은 허용된다(제510.517조 (b)항). 미국의 지

식재산권 보호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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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지난 2

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불과 1년여 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

쟁의 위협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다. 물론 여전히 북한 비핵화의 시기와 방

식을 두고 북한과 미국은 지난한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북한 투자와 

진출, 경제교류 및 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인다.

그동안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정치적, 군사적 요인에 의한 제약을 받아 왔으며, 그 규모와 방식도 

제한적, 우회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벽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다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머지않아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여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일

들은 있을 것이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라는 주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와도 같다.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자유

로운 경제활동은 기대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지식재산권 교류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지식재산권의 상호 인정과 보호를 내용으로 하

는 지식재산권 교류는 향후 도래하게 될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한 사전 기초 작업

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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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북한에 산업재산권을 출원

하는 방법과 남북지식재산권 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교류 현

황과 그러한 중국과 대만의 교류가 남북의 지식재산권 교류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끝

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 가장 대표적인 UN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간략히 검토한 후 

그러한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의 지식재산권 교류가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 지식재산권1) 관련 법제

가. 북한의 지식재산권 법령 개관2)

북한의 지식재산권 법제는 「헌법」 이하 법령 및 국제조약에 따른다. 북한의 형법3), 손해보상법4), 행

정처벌법, 원산지명법 등 여러 법령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1948년 「헌

법」제20조에서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

다.”라고 제헌헌법에서 규정하였고,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제74조)라고 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정하고 있다.5)6) 

북한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지적소유권’으로 표현된다. 지적소유권이란 “인간에 의하여 사상

1)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나뉜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며, 산업재산권

은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북한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에 출원 후 등록하여야 한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출

원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2)    2017년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 웹페이지(https://www.nis.go.kr:4016/AF/1_2_1.do) 참조

3) 「형법」 제117조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 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4) 「손해보상법」 제38조 (상표권, 공업도안권침해의 보상) 상표,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것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

우 상표나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 것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것이여야 한다.

5)    허인,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7. 12.), 2면

6)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각 법제는 국제적 체계와 원리를 반영하되,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발명법의 ‘발명권’ 개념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뚜렷하다.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관리, 통제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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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학, 예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정의된다.7) 북한의 지

적소유권은 공업소유권과 저작소유권으로 구분되는데, 남한과 비교하여 지적소유권은 지식재산권에, 

공업소유권은 산업재산권에, 저작소유권은 저작권에 각각 대응되는 개념이다. 

공업소유권은 발명권, 특허권, 공업도안권8), 상표권으로 구분되며, 위 각 권리는「발명법」, 「공업도

안법」, 「상표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경우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9) 이하에서는 편의상 가

급적 남한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나. 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 개관

북한은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관련하여 동맹국 간에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업소유

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0)(이하 ‘파리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파리 협약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

다. 특허와 관련하여 북한은「특허협력조약」11)(이하 ‘PCT’)에 가입하였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표

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2)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

서」13)(이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

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4)(이하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

여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5)(이하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7) 민사법사전, 평양:사회안전부출판사(1997), 572면

8) 북한의 공업도안권은 남한의 디자인권에 대응하는 권리이다.

9) 참고로, 남한은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2조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

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서 지식재산을 법률로써 보호할 것을 정하고 있다. 남한의 용어로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공업소유권에 대응)

과 저작권(저작소유권에 대응)으로 나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누고, 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

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0)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발효일 1980. 5. 4] [다자조약, 제707호, 1980. 4. 14]

11)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발효일 1984. 8. 10] [다자조약, 제840호, 1984. 5. 15, 제정]

12)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협정’)

13)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발효일 1995. 12. 1] [다자조약, 제1625호, 2003. 3. 19]

14)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발효일 2014. 7. 1] [다자조약, 제2193호, 2014. 6. 26]

15) 「문학 및 예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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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1980. 5. 4., 북한은 1980. 6. 10.에 각각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다. 파리 협약 제2조16)는 공업소유

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맹국의 국민이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파리 협약에 

따라 남한 또는 외국의 출원인이 북한에 직접 출원하는 것은 적어도 국제법 내지 조약상으로는 별다

른 장애가 없다.17) 

PCT 는 150개국 이상의 체약국을 둔 국제 조약으로 1978년 PCT 제도의 운영이 시작된 이래로 323만 

건이 넘는 국제출원이 PCT 제도를 통해 제출되었다. 북한은 1980. 7. 8.에, 남한은 1984. 8. 10.에 가입

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체약국은 151개국이다. 남한인이 PCT 출원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

한민국 특허청에 PCT 형식을 준수하여 국제출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출원서류의 

언어는 한국어도 가능하다. 국제조사기관은 위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등을 검색하고, 특허등록가능성

에 대한 서면의견을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제공개가 이루어진다. 선

택적인 절차로서,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2차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일로

부터 30개월 후에 특허를 등록받고 싶은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 국내 진입된 각국 국가는 자국 특허법

에 따라 출원을 심사하고 출원인에게 등록여부에 관한 결과를 통지한다.

2017년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은 116개국에서 적용된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남한의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Basic Mark”).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를 기재하여 국제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을 제출한다. 수수료도 모두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며, 대한민국 특허청은 WIPO에 이

를 전달한다. WIPO는 국제출원서를 형식심사한다. 승인되는 경우 상표는 ‘WIPO 국제상표공보’에 게

재되고, WIPO는 출원인에게 국제등록증명서를 송부한다. 각 국가는 12개월 또는 18개월(각 국가 법

에 따라 다름) 내에 각 국가의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한 다음 통지하는데,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16) 파리 협약 제2조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1. 동맹국의 국민은 모든 동맹국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각 동맹국의 법령이 내국민에 대하여 현 

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할 이익을 향유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에게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

를 받으며 또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그러나, 동맹국의 국민에 의한 공업소유권의 향유에 있어서는 보호의 청구를 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 재판 관할권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상 필요로 하는 주소의 선정 또는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각 동맹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7) 다만, 남한에서 북한으로 출원서류를 송부하는 과정, 대리인(대리기관) 선임,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장애가 있다. 북한 상표법 제21조 제10호는 ‘비우 

호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시적이지 않으나, 디자인과 특허의 경우에도 공업도안법 제21조 제3호, 발명법 제19조

를 근거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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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2. 5. 27.에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였고, 2016. 9. 13. 제네바 개정협정에 가입하였다. 남한은 

2014. 7. 1. 제네바 개정협정에 가입하였다. 2018. 10. 기준으로 헤이그 협정에는 70개국이, 제네바 개

정협정에는 5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남한은 1999년 헤이그 협정 절차를 따라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

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마드리드 시스템과는 달리, 남한 내 선행 국내출원이나 등록

을 요하지 않는다.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이 직접 WIPO에 제출하거나(전자출원, 우편, 팩스 제출 가능), 

남한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

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의 대상이 된다. 국제사무

국은 오직 형식 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

절하지 못한다. 형식 요건을 만족하는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공개연기가 신청된 출원이 

아니라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된다. 이러한 공개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 등 국

제등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국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베른협약은 1887년 발효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28일 베른협약에 가입했고, 

남한은 1996년 8월 21일 이 협약에 가입했다. 베른협약은 내국민대우 외에도 무방식주의(저작권의 향

유나 행사를 위하여 등록이나 작품의 납입, 저작권의 표시 등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 권리독

립(저작권의 향유나 행사는 당해 저작물의 본국에 있어서 보호의 존재와 관계없다), 속지주의(저작물

의 보호의 범위, 저작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 있는 구제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작물의 본국주의(베른협약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저

작물의 본국’이 이 협약 가입국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호주의(베른협약 비가입국의 국민이 가입국

에서 최초로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이 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비가입국이 저작자의 저

작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

다.18)

UN 산하 특별기구로 남북한이 각 가입하고 있는 WIPO는 위 국제조약들의 동맹국이 각 조약에 따라 

국제출원 및 각국 국내단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WIPO는 현재 184개국을 회원

18) 서달주, 「2006년 12월 28일 전면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법」, 박문각(2007), 568~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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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하고 있으며, 24개의 국제조약을 관할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IPO는 PCT 

관련 국제특허 시스템,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국제상표 시스템, 헤이그 협정 관련 국제디자인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다. 북한의 행정기구 및 대리기관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기구로는 특허와 관련하여 국가과학원, 국가발명총국,19) 발명심의소가 

있고, 상표와 관련하여, 계량 및 품질감독국 산하에 상표 및 공업도안처 등이 있다.20) 발명총국은 남한

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종래 발명위원회가 개편된 것으로서 내각 과학원 소속이고 발명의 

심의·등록·보호를 담당한다. 발명총국에서는 <발명공보>, <특허기술통보>, <발명신청공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정기간행물들을 편집 발행함으로써 발명 및 특허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발명심의소는 

발명총국 소속으로 특허, 창의고안의 접수, 심사, 등록 등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상표 및 공

업도안처는 계량 및 품질감독국 소속기관으로 상표 및 공업도안에 대한 정책수립, 접수, 심사, 이의신

청, 심판 등을 관장한다. 

북한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2004. 6. 신설된 저작권사무국을 두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물의 경우 별도

로 소프트웨어산업총국을 두고 있다.21)

남한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산업재산권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 내의 대리기관을 통

하여 북한의 발명총국이나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여야 한다(발명법 제26조,22) 

공업도안법 제12조,23) 상표법 제11조24)). 이와 같은 북한 내 대리기관은 ‘평양특허상표대리소’, ‘묘향산

19) Invention Office of DPR Korea

20)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 28면

21) 전영선,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출판물을 중심으로」, 아태쟁점과 연구 1권 1호(2006), 129면 및 통일뉴스 2005. 11. 24.자 기사 “北 소프트웨어산업

총국 설립”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62)

22) 「발명법」 제26조 (신청의 위탁) 우리 나라의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우리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려 할 경우

에는 발명대리기관에 위탁하여 하여야 한다.

23) 「공업도안법」 제12조 (다른 나라 법인의 공업도안등록신청) 우리 나라에 공업도안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

말로 된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24) 「상표법」 제11조 (외국인의 상표등록신청문건제출)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상

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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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들’, ‘OUN 특허사무소’등 8개가 있다고 한다.25)

<그림 1>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기구

※ 출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 안내」, 특허청(2001.2.), 11면

라. 각 지식재산권별 등록 요건 및 권리보호26)

(1) 특허권

북한 발명법은 1998. 5. 13.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되었고, 2014. 12. 10.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최종 수정보충되었다. 발명법 제정 전에는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

한 법령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발명증명서와 일정한 보상금만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

러던 중 1988년 발명법 제정으로 북한주민 역시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북

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허권 등이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에 복무한다는 등의 비

판적인 시각을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제시한 바가 있으며, 특허권 보호 역시 고유의 발명권이 주가 된

25) 허인,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7. 12.), 3면

26) 북한투자가이드 TF, 법무법인(유한) 지평(2018. 6.), 159~169면을 전체적으로 참조하였다.

* 특수부문발명 심의기관
* 기술심의위원회
* 도(시)과학기술행정기관

출원접수 및
방식심사

분류 및
공보발간

실체심사
(내국출원)

실체심사
(외국출원)

이의신청 및
심판

내각

과학원

발명총국

발명심의소

계량 및 품질감독국

상표 및 공업도안처

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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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7) 이하 본 항에서는 조항의 앞에 별도의 법명 인용이 없는 한 발명법의 조항

을 의미한다.

발명법상 발명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안”으로 정의된다(제2조). 발명

법은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① 신규성(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로워야 함), ② 발

명수준(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없어야 함), ③ 도입가능성

(발명은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제20조). 비

록 발명수준은 없어도 신규성과 도입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실용기술발명권이나 실용기술특

허권을 받을 수 있다(제21조). 이 외에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상(제18조),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

을 수 없는 발명(제19조)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7) 윤권순,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추진 방안」, 통일부(2004. 10.), 8면;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

사・법학 46권 2호(2000)

▲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안’으로 ‘발명’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은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 미학적 창조물
-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 기술적 해결이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 정보의 표시방법

▲ 다음의 경우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대상
- 사회 공동의 이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
- 식물이나 동물변종 혹은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

▲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신규성
- 발명수준
- 도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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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는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 중 하나로 발명등록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 제10조). 외국인은 반드시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발명권 및 특허권은 ① 신청자가 신청문건을 접수하면, ② 발명행정기관은 신청문건에 대한 형

식심의를 하고, 형식심의에서 통과할 경우 신청문건의 접수날짜를 신청날짜로 기재하여 그 신청문건

을 공개한다(제29조). ③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 등록신청문건은 본질심의를 거

쳐 등록 또는 부결 결정을 한다. ④ 등록결정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며, 발명권이나 특허권자에게

는 해당 증서를 발급한다(제32조). ⑤ 부결결정에 대해 신청자는 3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

다(제37조). 

특허권은 특허권등록신청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되며,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

하여 줄 수 있다(제42조). 다만,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다. 북한 발명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발명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리가 발명권과 특허권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특허권자에게 독점

적 이용권이 부여되는 특허권과 달리(제41조), 발명권을 받은 기술의 이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제40조).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특허기술에 대한 이용을 

허가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특허기술의 이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기술의 이용을 허가할 수 없다(제45조). 한편, 발명에 대한 이용권은 국가에 속하고, 이

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할 때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주의적 요소

를 반영한 부분으로 보인다.

개정 발명법 이전에는 손해보상청구권 정도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발명법에 구제방안에 대한 실

질적 보완이 있었다.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

용이 특허권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중지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고, 중지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해당 법기관에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55조).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해당 손해를 보상하여

야 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손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56조).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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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정제재의 대상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도 있다(제64조).

(2) 상표권

북한 상표법은 1998. 1. 1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되어 수차 개정되었다가, 

2012. 11.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최종 수정되었다.

1. 발명행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발명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을 경우

2.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3. 형식심의에서 통과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4. 본질심의과정에 신청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명권, 특허권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

5.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주었을 경우

6. 발명권 특허권등록과 관련한 재심의요구를 접수하고 제때에 심의하지 않았을 경우

7. 발명권 및 특허권의 무효요구를 접수하고 심의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8. 발명권,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9. 특허기술을 리용하고 발명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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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표법상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숫자, 기호, 색깔, 3차원적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을 말한다(제2조). 상표의 

종류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가 있다(제2조)28). 2012년 상표법 개정 당

시 상표도안 창작시 요구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제2조). 

또한 상표출원 거절이유는 아래와 같은데, 남한에서 출원할 경우 특히 1호, 3호, 4호, 5호, 10호가 문제

될 수 있다(제21조 각호).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29)

 2. 국호나 그 략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류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3. 우리 나라(북한)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표식

 

28) 제품상표는 남한 상표법상의 ‘상표’, 봉사상표는 구 남한 상표법 ‘서비스표’, 집단상표는 남한법상의 ‘단체표장’, 증명상표는 남한법상의 ‘증명표장’에 대응되는 개

념으로 파악된다. ‘담보상표’는 따로 정의규정이 없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남한 상표법상 상표는 자타식별을 위한 표장을 의미하고(제2조 제

1항 제1호), ‘표장’은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하고 있다. 북한법은 남한과 비교할 때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색채상표’를 인정하고 

있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29) 북한 상표법은 명문으로 ‘선출원’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표등록의 신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선출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취지는 윤선희, 「남ㆍ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방안 연구」, 仲裁硏究 15권 3호, 156면 1~4행).

1. 상표도안을 보기가 좋으면서도 의미가 뚜렷하고 특성이 살아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2. 상표도안을 인위적으로 과장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볼 맛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만화적으로 생동하면서도 실감이 나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4. 너무 원색만 써서 천한 감이 나게 하지 말고 상표의 특성에 맞게 색을 조화롭게 잘 써야 한다.

5. 규격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내용들과 표기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35남북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5. 상품이름, 조성,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6.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표식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였던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8. 우리 나라(북한)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었거나 국제법과 국제판례에 어긋나는 표식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10. 우리 나라(북한)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

북한의 상표등록은 ① 상표등록의 신청, ② 심의, ③ 등록여부 결정, ④ 등록 결정 후 등록 및 ⑤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직접ㆍ우

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가능 하다(제8조). 신청문건에는 출원인

의 이름, 주소, 상품분류,30) 상표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 외국인은 대리기관31)을 통해 조선어

로 된 신청문건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제11조). 상표등록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하고(제

13조), 신청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도 있고, 3개월 내에 보정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

다(제14조). 외국인이 자기 나라 또는 임의의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북한 상표등록기관에 접수하여야 인정된다(제17조).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

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상표등록여부를 심의하여야 하고(제19조),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알

려주어야 한다(제22조). 상표등록 부결통지를 받은 기관 등은 6개월 안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

25조).

30) 북한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하 ‘니스협정’)에 1997. 6. 6. 가입하였으므로 상표법상 상품분류도 크게는 니스국

제상품분류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니스협정의 각 회원국은 분류를 주요 또는 보조 분류체계로써 사용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고(니스협정 제2조 제2항), 

북한 상표법의 하위법령을 확보할 수 없어서, 북한이 니스국제상품분류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니스국제

상품분류는 2017. 1. 1. 부터 11판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남한이 채택한 니스국제상품분류와 마드리드 시스템상 분류(WIPO 상품심사기준)에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상품명칭 등에도 포괄명칭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을 위한 정확한 분류나 상품명칭의 확

인은 G&S Manager (http://www.wipo.int/gsmanger)를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31) 대리기관이 평양특허및상표대리소 등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다.



36 남북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상표권자는 ①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②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③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④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을 가진다

(제29조).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권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고 해당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1조). 다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소 등에게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33조). 상표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른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표

권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다(제32조).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년이고, 상표

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하여 줄 수 있다(제34조).

상표와 관련된 비법행위는 금지된다(제44조). 즉 비법적으로 상표를 제작, 인쇄, 이용, 매매하거나 다

른 나라에서 만들어 들여오거나 허위, 위조 상표를 붙인 상품,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허위 및 위조 상표를 제작, 인쇄, 이용,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키며, 위법행위에 이용된 상표와 상품을 몰수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제47조). 상표법을 위반하여 상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행정적 또는 형

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제49조).

북한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

부터 1년 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남한 상표법의 이의신청에 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제24조). 한편 북한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정하고 있다(제39조). 다만 남한 상표법처럼 무효심판 제도나 취소심판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사정이 있거나, 상표 출

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라고 하여도, 이를 명시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시키는 데는 어려

움이 예상된다.

(3) 디자인권

북한의 공업도안법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제이다. 공업도안법은 1998. 6. 3.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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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제117호로 채택되었고, 2011. 12.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최종 수정되었

다. 공업도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에서 상표규정과 함께 포함해 관리

하고 있었다.

공업도안이란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 것”이다(제2조). 공업도안은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상

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으로 분류된다. 아래와 같은 공업도안은 등록

을 받을 수 없다(제21조). 남한에서 출원할 경우 특히 3호가 문제될 수 있다.

공업도안 등록은 ①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② 심의, ③ 등록여부 결정, ④ 등록 결정시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외국인은 대리기관을 통해 조선말로 된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제

12조). 

공업도안권소유자는 ①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권, ② 등록된 공업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

도 및 사용허가권, ③ 등록된 공업도안의 취소권을 가진다(제29조). 공업도안권소유자는 등록된 공업

도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경우 계약을 맺고 공업도안사용허가문건

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1조). 공업도안사용을 허가받은 기관 등은 그것을 사용하여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류사한 도안

2. 이미 공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같거나 류사한 도안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은 도안

4.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 것의 도안

5.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도안

6. 경제적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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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제품의 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업도안권소유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다(제32조). 공업도안권

의 보호기간은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나, 공업도안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5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제35조).

공업도안권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통해 생산

한 제품을 몰수한다(제47조). 또한 승인 없이 등록된 공업도안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제48조), 공업도안법을 위반하여 공업도안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행정적 또는 형

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제49조).

(4) 저작권

북한 저작권법은 2001. 3.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채택되었고, 2012. 11.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최종 수정되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해당 

기관이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할 뿐이다(제8조). 저작

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아래와 같다(제9조). 

1.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전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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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인 2차

적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고 있으며(제10조) 편집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0조). 북한은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가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다(제6조). 외국인의 저작권은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경우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하며, 그 

체약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해당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북한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만 보호한다(제5조). 

북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

은 아래와 같다(제14조, 제15조).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 ] 

1.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 ]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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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재산적 권리를 다른 나

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조).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창작자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한다(제23조). 저작권자는 저

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제28조).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44조). 또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46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

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7조).

3. 남북한 산업재산권 출원 및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가. 북한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방법

현재 북한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북한(발명총국)에 남한

(법)인이 출원인으로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하 ‘직접출원’), ② 남한(법)인이 제3국의 외국(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북한에 출원하는 방법(이하 ‘간접출원’), ③ WIPO에서 관장하는 PCT/마드리드/헤

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하 ‘WIPO 출원’)이다. 이들 중 어떤 방식을 택하든, 출원이 북한의 행

3.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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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에 접수된 이후 등록여부에 관한 심사는 북한의 발명법/상표법/공업도안법 등 관련 법령에 따

라 위 북한의 행정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1) 직접 또는 간접출원

직접출원과 간접출원은 파리 협약에 따라 출원하는 방식이다. 남북 간에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별

도의 합의서가 체결된다면 남북합의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는 이러한 합의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 

남한은 1980. 5. 4., 북한은 1980. 6. 10.에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다. 파리 협약 제2조32)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맹국의 국민이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파리 협약에 따라 

남한 또는 외국의 출원인이 북한에 직접 출원하는 것은 적어도 국제법 내지 조약상으로는 별다른 장

애가 없다. 

남한에서 북한에 출원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리기관을 통하여 북한의 행정기구에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 방법을 취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우선 북한 대리기

관과 접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으로 통신 수단이 차단되어 있을 수 있

으며, 북한 대리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

상된다. 북한으로 연락하여도, 연락 받은 북한 대리기관 측에서 북한법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응답하

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해서는 북한정부에서 요구하는 

관납료(출원료, 심사료, 등록료 등)와 대리기관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이를 송금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데, 송금과 관련하여 대북제재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32) 파리 협약 제2조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1. 동맹국의 국민은 모든 동맹국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각 동맹국의 법령이 내국민에 대하여 현

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할 이익을 향유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에게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

를 받으며 또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그러나, 동맹국의 국민에 의한 공업소유권의 향유에 있어서는 보호의 청구를 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 재판 관할권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상 필요로 하는 주소의 선정 또는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각 동맹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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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원 방식은 남한(법)인이 출원인을 중국, 독일, 베트남, 싱가폴, 홍콩, 캐나다 등 파리 협약 동맹

국인 가의 현지(법)인으로 하여 해외에서 북한으로 출원하는 방식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북한의 대

리기관 웹페이지 등에 접속이 가능하며, 북한 당국은 외국 출원인을 위하여 영어로 절차에 대한 안내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33) 이 방식을 취할 경우 남한(법)인을 대신하여 명의를 빌려줄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법)인과 사이에 권리의 귀속과 관련한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법)인이 관련 서류를 마련하면 외국(법)인을 대리할 외국 법률사무소에게 이를 전달하

고, 다시 외국 법률사무소가 북한 내 대리기관에 이를 전달하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

로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하여 북한에 남한 기업의 상표가 출원된 예가 있다. 남한 기업이 중국이나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제3국인을 출원인 명의로 하여 상표출원을 시도하여 등록받은 예가 알려져 있다.34) 예를 

들어, 동양제과는 홍콩의 현지법인 명의로 “오리온 초코파이”를 등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추후 배후 

기업이 남한 기업임이 알려지면 상표권을 취소한다고 보고되었다.35) 또한 신세계가 중국 현지법인 명

의로 북한에 출원한 ‘E-MART’는 북한 내 ‘K-MART’라는 유사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36)

<표 1> 직 · 간접 상표출원 현황37)

 

33)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특허청(2007), 7~10면

34) 「대북한 상표출원 현황」, 특허청(2006). 예를 들어, 동양제과와 신세계는 중국 현지법인 등 제3국 법인 명의로 초코파이, 신세계 등의 상표를 북한에 등록하였다

[파이낸셜뉴스 2018. 9. 16.자 기사 “북한내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 안돼… 中기업 상표 선점 우려”

        (http://www.fnnews.com/news/201809161712533997)].

        해태제과는 ‘HAITAI’ 등 상표를 중국 내 대리인 명의로 북한에 등록하였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조선일보 1997. 10. 29.자 기사 

       “동양제과, 북한에 ̀ 초코파이' 등록 선점”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1997102970025#Redyho)].

35)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특허청(2007), 27면.  “2000. 8. 6.자 KOTRA 분석보고자료(국내기업의 북한상표 출원 현황)에 의하면, 동양제과의 ‘오

리온’과 ‘오리온 초코파이’ 등 2건의 상표를 제3국인 명의로 북한에 출원하여 공식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동 상표들은 후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6) 파이낸셜뉴스 2018. 9. 16.자 기사 “북한내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 안돼… 中기업 상표 선점 우려”(http://www.fnnews.com/

news/201809161712533997)

37) 「대북한 상표출원 현황」, 특허청(2006)

업체명 출원건수 지정상품 지정상품 지정상품 거절사유

태평양 30 화장품 홍콩, 중국(현지법인) 28건 거절 / 2건 진행 유사상표

피죤 20 세제 / 화장품 중국(현지법인) 6건 등록 / 4건 거절 유사상표

SK 20 소비재 / 화학재 캐나다(현지법인) 17건 등록 / 3건 거절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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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대북 출원을 시도한 16개 기업에 문의하여 조사한 결과는 이와 같으며, 남한에서 북한으로 

출원한 상표출원의 경우 선등록 상표와 동일ㆍ유사하다는 거절이유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2) WIPO 출원

남북이 가입한 각 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을 지정국으로 하여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WIPO는 국내진입단계(National Phase Entry)가 되면 북한으로 관련 서

류와 수수료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출원 접수가 비교적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북한은 

남한에서 출원된 국제출원이 북한에 진입한 경우, 아직까지 그 출원을 등록 시킨 선례가 없다. 현재 아

직까지 WIPO 출원을 통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출원하여 상표가 등록된 선례는 없다. 

업체명 출원건수 지정상품 지정상품 지정상품 거절사유

LG 전자 8 전자제품 독일(현지법인) 6건 등록 후 3건 취소 한국기업(추정)

동원 6 식품류 중국(현지인) 등록

노루페인트 5 페인트 중국(현지인) 접수거부 추정

농심 5 라면 홍콩(현지인) 거절 한국기업(추정)

삼양사 5 섬유류 베트남,싱가폴(현지법인) 접수거부 추정 한국기업(추정)

동양제과 4 초코파이 홍콩(현지인) 거절 한국기업(추정)

LG 화학 3 세제, 화장품 중국(현지법인) 진행

신세계백화점 3 백화점 운영업 중국(현지법인) 2건 등록 / 1건 거절 유사상표

CJ 주식회사 11 밀가루 / 설탕류 홍콩(현지법인) 2건 등록 / 9건 거절 한국기업(추정)

코오롱 2 일상용품 홍콩(현지법인) 등록

대우 2 전자 / 식품 캐나다(현지인)중국(법무법인) 거절 한국기업(추정)

삼성 2 전기 / 전자 중국, 홍콩(현지법인) 거절 한국기업(추정)

KT 1 통신업 홍콩(현지법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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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출원의 경우 남한에서 2003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을 지정국으로 하여 총 58건의 국

제상표출원이 있었으나, 북한 국내심사 단계에서 심사 미착수 1건을 제외한 모든 건이 거절되었다.38) 

거절결정의 주요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것이고(85%), 기타 거절이유는 ‘표장에 공중

을 기만하는 요소 포함’(5%) 등이다. 2018년 5월 기준 WIPO IP 통계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2004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을 지정국으로 해서 출원된 국제상표 중 153개류39)가 국제등록된 것으로 검색된

다. 다만 국제등록 이후 북한 국내단계에서 심사를 받은 결과, 위와 같이 모두 거절결정을 받아서 북한

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된 상표 58건에 대한 북한의 거절이

유는 아래와 같다.

<표 2> WIPO 출원 국제상표출원 현황40)

38) “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2018. 10. 10.)

39) 하나의 상표 표장에 여러 개의 류가 지정되어 출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예를 들어, ‘A’라는 표장을 출원하면서, 전자제품류, 식품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

정하여 3개류에 대해 출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통계자료는 출원의 개수나 권리의 개수와는 서로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0) “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2018. 10. 10.) 

연번 출원일자 국제등록번호 표장 결정 거절이유

1 20030410 810732 MIDAS 포기 거절통지서 미첨부

2 20030512 806327 E·LAND 거절 거절통지서 미첨부

3 20040305 831151 生生千備湯 포기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상품 품질표시 포함

4 20040610 839790 하이샤시 포기 상품우수성을 나타내는 표시 포함

5 20040610 839791 예다지YEDAZI 藝多知 포기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6 20040610 839792 하이막스 포기 상품우수성을 나타내는 표시 포함

7 20040610 848021 베니프BENIF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8 20040916 870433 E1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9 20041001 873261 G GS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0 20041012 853453 LEVOVIR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1 20050201 883166
Z-COIL Pain Relief 

Footwear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상품자체와 

관련 및 공중을 기만하는 상표

12 20050328 (KR20050000032) 포기

13 20050408 879400 LS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선등록 국제 상표와 유사

14 20050418 889707 GS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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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출원일자 국제등록번호 표장 결정 거절이유

15 20050729 886174 E1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6 20050822 883644
WCO WORLD CULTURE 

OPEN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17 20050909 895755 지도표성경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18 20050909 893907 지도표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19 20050909 895754 SG성경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20 20050930 887808 北京韓吉電氣設備 포기 타지역의 지리적표시 포함

21 20051101 882969 Revovir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22 20060224 885824 COWON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23 20060802 925526 BLUESIDE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24 20061012 912910 NUX HANYOUNG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25 20061110 916244 KGB 포기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26 20070221 (KR20070000062) 반려

27 20070327 (KR20070000088) 무효

28 20070327 (KR20070000089) 무효

29 20070720 944681 지구인JIGOOIN 거절결정 상표에 허용되지 않는 의미 포함

30 20080107 (KR20080000004) 무효

31 20080214 988754 LG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2 20090928 1018307 DORCO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3 20091202 1025813 Act'z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4 20091202 1026404 도형표장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35 20100507 1046006 ORACLE 거절
북한의 법 및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않는 표장

36 20101008 1085879 re'skin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7 20110531 1092938 mungyo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8 20110627 1083405 m may's may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39 20120321 1122422 FACADE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40 20120321 1120673 FACADE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41 20120322 1115848 Metin2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42 20120816 1141429 MEGAGEN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43 20130110 1173660 PSY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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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간접출원과 WIPO 출원의 비교

파리 협약 경로에 의해 북한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 접수 시 북한의 발명총국에 직

접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북한의 대리기관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WIPO 출원(특

허의 경우 PCT 절차,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시스템, 디자인의 경우 헤이그시스템)에 따르면 출원 시에 

출원인이 각 서류와 수수료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 및 납입하면 대한민국 특허청이 이를 WIPO에 

전달하고, WIPO는 국내진입 단계에서 서류와 수수료를 북한 행정기구에 전달하게 되므로, 출원을 일

괄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직·간접출원과 WIPO 출원 중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출원하였든 간에 특허 등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있어서는 북한 발명법 등의 거절이유

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연번 출원일자 국제등록번호 표장 결정 거절이유

44 20130110 1173661 GANGNAM STYLE 거절 타지역 지리적표시 포함

45 20130115 (KR20130000016) 취하

46 20130115 (KR20130000018) 취하

47 20130607 (KR20130000259) 반려

48 20140305 1201168 window story 거절 표장에 공중을 기만하는 요소 포함

49 20141002 1238246 merebe메르베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50 20150819 (KR20150000624) 취하

51 20150902 (KR20150000672)

52 20150915 1286852 SING SONG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53 20150916 1283202 신송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54 20150916 1283203 新松 거절 선등록 국내상표와 유사

55 20161123 1330952 Melizz 거절 선등록 국제상표와 유사

56 20170706 1381685 Deglusterol 미심사

57 20170706 (KR20170000550)

58 20180417 (KR201800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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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현황

산업재산권41)의 교류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라이선스, 양도 계약 등 위주가 될 것인데, 출원·등

록의 경우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소규모 교류가 있어 왔고, 라이선스 등 계약이 있었

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경우 남한에서 1988년 월북 또는 재북 작가의 작품들이 해금되면

서 본격적으로 북한 저작물의 이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

화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및 이용료 수납이 이루어지

는 것이 대표적인 저작권 교류 사례다.

북한은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남한보다 먼저 가입하였다. 남북한은 각 

자국 내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기구를 통하여 외국에서 남한 또는 북한으로 파리 협약 또는 WIPO 출

원을 이용한 출원이 각각 남한 또는 북한의 산업재산권으로서 심사 후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다만 남북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남북이 상대국에 출원이 가능한 구

조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대국으로 출원한 경우 양국이 실제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지는 의문

이다.

(1) 남북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및 남북교류 현황42)

북한에서 국제출원 되는 산업재산권 수는 많지 않다. WIPO가 제공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

계자료를 보면, 북한에서 국제출원된 특허출원(PCT)은 한 해에 1~7건에 불과하다. 상표 국제출원(마

드리드 시스템)의 경우 한 해에 2~7건, 디자인(헤이그 시스템)은 2009년에 2건이 출원된 이래 국제출

원이 없다. 외국인(Non-Resident)43)이 북한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PCT 출원이 북한으로 진입하는 수

(PCT National Phase Entry)도 연간 수십 건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외국인이 북한을 지정국으로 하

41) 앞서 2.항에서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발생에 등록을 요하는 산업재산권과, 창작 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소개한 바가 있다.

42) 아래 통계는 WIPO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http://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KP)

43) Non-resident filing은 비거주자, 즉 외국인의 출원을 의미하고, Resident filing은 해당 국가(북한) 거주자의 출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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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한에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진입절차(PCT National Phase Entry)를 통하여 특허를 출원한 건수는 

0건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 거주 북한인은 한 해에 약 20건의 특허를 북한에 진입시키고 

있으며, 증가 추세는 아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남한은 특허의 연간 국제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해에 

15,000건 이상의 특허가 PCT 국제출원 되고 있다. 상표 역시 국제출원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1,000건 이상이 국제출원 되었다. 

국제디자인출원은 2014년 남한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이래 급격히 활성화되어, 2016년 이후로 한 

해에 1,000건 이상이 출원되었다. 외국인이 남한을 지정국으로 하여 남한에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진

입 건수 역시 한 해에 35,000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세계적 불황이 있었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PCT 시스템을 통한 남한으로의 출원이 30,000건 이하로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그 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남한이 북한보다 대부분의 국제조약에 늦게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국

제출원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 출원된 특허의 수는 39,251건이고, 그 중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236건

(0.60%)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에 등록된 특허의 수는 29,332건이고, 그 중 외국인이 출원

하여 등록된 건수는 198건(0.68%)이다. 이 중 남한에서 출원된 것은 없다.44) 실용신안권의 경우 2007

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 소재 북한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북한으로 4건이 출원되었다. 이 역시 남한에

서 출원된 것은 없다. 상표권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디자인권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

지 외국 소재 북한 주민에 의하여 북한에 약 300여건이 출원되었다. 남한에서 출원된 것은 없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출원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남한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

이스45)에서 검색하면, 북한주민이 출원인으로 포함된 출원이 검색된다. 특허의 경우 1건46)이 검색되며

(아래 북한 주민이 출원인인 남한 공개특허공보 참조), 상표, 디자인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 한편, 북한

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특허청에 98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중 1건을 등록받았다고 한

44) 남한 국적 기업 등이 특허를 출원하였더라도 외국국적의 법인 등을 출원인으로 하여 우회 출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5) www.kipris.or.kr

46) 거절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며, 거절이유는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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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에서도 4건의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한다.47)

한편, “북한의 상표인 “만년양게론골드”48)가 대북교역업체인 씨피코교역에 의해 우리나라에 출원되

었으나,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49) 다만 이를 남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면, 

출원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노정호로 기재되어 있다. 출원인 노정호의 배후에 북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

(2) 남북 저작권 교류 현황

1998년 남한정부가 홍명희, 백석 등 월북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한 해금 조치50)를 발표한 다음부터 북

47) 윤권순,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추진 방안」, 통일부(2004. 10.), 1~2면, 15~16면

48)

49) 윤권순,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추진 방안」, 통일부(2004. 10.), 21면

50) 1954년의 월북작가 작품 일반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에 대한 해금 조치이다.



50 남북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한 저작물이 중국을 거쳐 남한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

지 않거나, 북한 저작권자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간행된 불법, 탈법 출판물이었다.51) 2018년 

현재는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방송, 조선영화수출입사의 영화 등 영상저작물

도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한 내 북한 저작권 보호사업을 저작권

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아서, 저작물의 저작권료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납하였다.52) 북한 저

작권사무국은 2005. 3.에 남한 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황진이’ 등 일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을 하면서 북한의 저작권자 서명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이 없는 남한 내 북한 저작물 사용이 모두 무

효라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기도 하다.53) 남한 저작물의 북한 내 사용 실태나, 저작권료의 수납 등에 대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으로써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창작 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출원

과 등록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2003년 4월 28일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 저작권법 

제5조54),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제6조55)에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조약이 북한법과 같은 효

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남한의 저작물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될 것이다. 남한

의 저작권법에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남한은 남한 헌법 제3조에 입각하여 북한 

저작물을 남한 저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베른협약의 동맹국으로 국제법상 북한 저작물을 보호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해석된다.

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관련 합의

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에서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

오, 텔레비전 및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는 규정을 두어 남북은 지식재산

권 교류를 약속하였다. 이후 남북은 1992. 9. 1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51)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2009), 129면.

52) 다만 저작권료 전달과 관련하여, UN 안보리 결의 및 미국의 대북제재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북한에 전달하지 못하고,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

는 상태이다.

53)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홍보물, 북한저작물 부분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16.jsp)

54) 「저작권법」 제5조 (외국인의 저작권보호)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55)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제6조 (조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쏘프트웨어보호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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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이하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제3장 교류·협

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다.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제

2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한다.”(제9조 제5항)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남북 간 지식재산권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후 2000. 12.에 남북이 채택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이 각자 지역 

내에서 보호하기로 하는 투자자산의 정의에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였다. 즉, 제1조 제1항

에서 “투자자산”의 정의에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

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 제2항에서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

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호방법이나 절차 등은 정

해지지 않았다.

2003. 12. 발표된 “남북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 보도문”에서 산업재산권 문제를 계속 

협의해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 보도문 제3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산업재산권문제도 

계속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8. 9. 19.에 발표된 평양공동선언 제4조 제1항에

서 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56)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1992년 부속합의서에서 남북 상호간에 특허권,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로 합

의한 상태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의 교환을 추진하고 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를 증진시키기로 하

는 등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보

호에 대한 합의서 채택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56) 9월 평양공동선언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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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90년대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한국 저작권법에 따

라 북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57) 58)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경우, 남한에서 북한으로 WIPO 경로를 통한 출원 시도가 최근 10년

간 수십 건 있었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제3국을 우회한 경로를 통해 상표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된 예

가 있으나 이 역시 배후에 남한이 있다고 알려지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WIPO 경로를 통한 출원은 확인되지 않고, 북한 국적의 출원인이 남한에 직접 특허출원한 예가 1건 확

인 되었으나 거절되었다.

출원인이 남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절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북한의 인

용상표가 남한의 출원상표와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없더라도, 남한 상표와 유사한 것이라 

판단되어 남한 상표의 출원이 거절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보호를 

거절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59) 이처럼 남한의 국제출원에 대해 보호를 거절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추측된다.

남북이 1991년에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

합의서”) 전문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

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였다. 6.15 선언 이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소위 4대 경협합의서를 비롯한 많은 남북합의서는 전문에서“남과 북은 …(중략)…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별도로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

57)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주권 범위 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시행된 저작권

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우리 헌법 제3조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

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이상, 북한지역이 우리 주권의 범위 

밖에 있다거나 우리 법령의 적용 밖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북한주민의 상속인이 남한에 있어 그에 대한 우리 법령상의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거주한 자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그가 사망함에 따라 남한에 있는 상속인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저작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선고 89카13962 결정.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지역에까지 미치는 것

으로, 북한이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우리 저작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다.” 서울민사

지법 남부지원 1994. 2. 14 선고 93카합2009 판결.

58) 저작권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은 2005년부터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가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한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한

을 위탁하고 통일부가 이를 승인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9) 「북한의 상표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정책연구 [2], 25면, 주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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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한을 ‘남측’이라고만 지칭하면서60) 남한을 다른 외국과는 구별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으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

계이다.”라고 하고, 제2항으로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UN 등에 함께 가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61) 북한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WIPO 경로 등을 통하여 남

한에서 출원된 권리를 모두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식재산권의 교류에 관해서 조약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 등록을 

하는 것은 서로 간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 사이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서류의 

송달, 수수료 납부,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체결 내지 그 대가의 지급,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에 관한 

현실적 장애가 있다. 위 현실적 장애를 해결하고 남북 간 지식재산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 내

용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남북 간 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과 교류 및 시사점62)

위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장기간 분단 상태의 고착화, 북한

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및 한반도의 긴장 고조, 이에 대응하여 점점 강력해지는 국제사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주체94(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되었다. 북남경제협력법 제1조는 남한

을 지칭하는 용어를 ‘남측’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하에도 ‘남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제1조 (북남경제협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

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61) 남한의 경우, 외국과의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헌법적 지위는 가지지 못하며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의 영토 조항(헌법 제3조 대한

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62) 이하 중국과 대만의 지적재산권 교류 및 시사점은 소준섭, 「중국과 홍콩, 타이완 간 지적재산권제도 교류, 그리고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한 함의」,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2018. 9. 3.) 자료집, 대한변리사회,46~53면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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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대북제재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현행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의 지식재

산권 교류가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 비록 상황

은 남북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 장기간의 분단 상태에 놓여 있는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교류 

현황을 관찰해 봄으로써 향후 남북의 교류에 있어서도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전리63)법(專利法)은 국민당 정부에 의해 일찍이 1944년 제정되어 타이완에서 1949년부터 시

행되었다. 중화민국 경제부 지혜재산국(智慧財産局)이 주무 기관이다. 한편 중국에서 전리법(專利法)

은 1985년 4월 정식으로 시행되었고, 기존의 중국 전리국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중국 전리법과 대만 전리법은 법체계, 용어, 개념,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상이한 발전 경로와 단계를 경유해 왔기 때문에 전리 사업 

분야 역시 일정한 상이점이 존재한다. 전리 신청에 대한 양측의 태도도 상이하다. 중국이 대만 출신 신

청인에 대하여 개방과 포용의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에서의 대만 출신 신청인의 비율은 상당한 비율에 

이르고 있는 반면, 대만의 중국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만에서의 중국 신청량은 비

교적 적다. 

2010. 6. 29. 중국과 대만 양측은 충칭에서 「양안 지식산권보호합작협의(兩岸知識産權保護合作協

議)」(이하 ‘지식산권보호협의’)에 서명하였다. 이는 서로 우선권을 인정하고 양측의 소통 채널과 협

조처리 기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지식산권보호협의는 양측이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전리와 상표, 저작

권 및 식물신품종권 등 양측의 지식산권 보호 분야의 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며, 관련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고 양측의 지식산권의 창신(創新)과 응용, 관리 및 보호의 제고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무엇보다 양측 간의 미해결 분야였던 상표와 전리의 우선권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타이완 혹

은 중국에서 전리와 상표의 등록이 완성되기만 하면, 비록 상대측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측에서 1년 혹은 6개월의 우선권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이념을 추종하며 장기간 분단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서로 다른 법체계, 법률 

용어, 법 개념, 권리보호기간 등을 각자 발전시켜왔다. 

63)‘전리(專利)’는 ‘특허’에 해당하는 중국과 대만의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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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교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대만이 지식산권보호협의를 체결함으로써 상호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양

측의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남북 간에도 상호 지식재산권 보호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의 형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남북의 지식재산권 교류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다만, 머지않은 미래

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면, 그 사전 준비 

단계로서 남과 북의 지식재산권 교류 형태를 예상해 보고 이러한 교류 행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예상된다.

- 상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상호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교환

- 관련 서류의 송달 및 절차 진행

 - 남한 특허청과 북한 발명총국/상표 및 공업도안처 간 업무협의

    (출원 신청, 등록, 갱신 및 유지, 수수료 납부 등)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무효소송 등 분쟁 해결

- 변호사 또는 대리인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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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식재산권의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각의 개별적 행위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제재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을 받게 된다. 

나. 대북제재 개요

대북 경제제재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은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대북제재는 

상당기간 계속 될 것이며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수록 대북제재는 협상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대북

제재의 일부 부분만 이해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대북제재의 체계에 대한 전반적 이

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있을 대북제재의 변화과정을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UN 안보리 결의나 미국법령에 규정된 대북제재의 예외나 면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의 효과는 법적 조치에 의해 발동할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정

치적 판단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와 의미의 분석은 한계

를 가진다. 대북제재의 예외나 면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협조 또는 

묵인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대북제재의 예외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논리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대북제재는 각 국의 국내법에 따른 “독자제재”와 UN 안보리 결의로 하는 “국제제재”로 나눌 수 있다. 

독자제재는 미국 외에도 EU, 일본 등과 우리나라도 있으나, 미국의 금융제재의 압도적 효과 때문에 독

자제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이다. 

본격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한 UN 안보리 결의는 제1718호(2006. 10.)이다. 이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연합헌장 7장을 인용하여 대북제재를 가하고 제재위원회를 구성한 결의이다. 이후 

제1874호(2009. 6., 북한의 2차 핵실험), 제2087호(2013. 1.,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제2094

호(2013. 3., 북한의 3차 핵실험), 제2270호(2016. 3., 북한의 4차 핵실험), 제2321호(2016. 11., 북한의 

5차 핵실험), 제2356호(2017. 6.,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제2371호(2017. 8.,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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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2375호(2017. 9., 북한의 6차 핵실험), 제2397호(2017. 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결의되

었다. 

이 안보리 결의들은 제1718호 제8조에 규정된 사항 즉 무기 · 핵미사일부품 · 사치품 수출입금지, 관련 

기술훈련 · 용역 등의 대북제공금지,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관련자에 대한 자산과 펀드동결, 핵 

등 WMD관련자에 대한 여행금지, 북한 화물검색공조 등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

다. 

2016년 이전은 주로 무기·핵미사일부품·사치품과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있었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인 결의 제2270호(2016. 3.) 이후로는 북한 석탄의 수출금지와 해외북한노동자 고

용금지 등 핵미사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더라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로까

지 제재가 확대되었다. 

현재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내용은 무기 및 관련물질 대북 수출입금지, 북한선박검색강화 

등 운송수단에 대한 제재, 자산동결, 제재대상자 해외여행금지, 북한 내 외국은행 지점 폐쇄와 대북무

역 금융지원금지 등 금융제재, 안보리 결의 회피목적의 대량현금(bulk cash) 제한, 북한과의 합작 금지, 

WMD 관련 훈련교육과 과학기술협력 금지, 산업용기계와 운송수단 및 철강 등 금속류 대북수출금지, 

정유제품(연 50만 톤)과 원유(연 500만 톤) 대북수출 한도 설정, 천연가스와 압축물 대북수출금지, 헬

리콥터와 선박 대북 판매 금지, 사치품 대북수출금지, 북한 석탄 및 광물(금, 티타늄, 바나튬, 희토류, 

구리. 니켈, 아연, 은, 철, 납, 마그네사이트 등) 수출금지, 북한 농수산물 수출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

출금지, 북한산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목재류와 선박 수출금지, 동상 북한으로부터 구입금지, 해외 북

한노동자 고용금지(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등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UN 안보리 결의는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모두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54km)를 개통(2013. 9.)하고 나진항 3호 부두를 준공(2014. 7.)하여 러시아산 

석탄을 TSR과 나진항 경유하여 해외수출하는 프로젝트인 나진하산사업은 UN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제9조, 제2371호 제8조, 제2375호 제18조, 제2397호 제16조에서 제재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

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우려나 북한 기항선박의 180일 내 미국상륙금지(미국 대북제재규정 제501.208

조) 때문에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UN 안보리 결의 제2375호 제18조로 의해 제재위원회에 의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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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받은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의 북한 내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

립과 운영은 허용되나, UN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제6조와 제7조에 의해 북한 내 공급이 금지되는 물

품이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현재는 불가능하다. 

북한에서의 외교활동과 인도주의 지원활동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2018. 8. 6. 채택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될 수 있다. 

또한 UN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제25조에 따라 제재위원회는 사안별 제재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397호 제28조에 따라 UN 안보리는 제재결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의 국제제

재는 미국 등과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UN 안보리 결의 제2231호 제7조에 따라 기존 대이

란 제재 결의인 UN 안보리 결의 제1696호(2006), 제1737호(2006), 제1747호(2007), 제1803호(2008), 

제1835호(2008), 제1929호(2010), 제2224호(2015)가 효력 종료된 바 있다. 

북한에서 통신사업을 위해 북한과 고려링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 인베스트

먼트 홀딩스”가 UN으로부터 대북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한다.64) 오라스콤은 미

국 로펌을 통해 미국 대북제재규정에서 제재의 일반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수출입에 해당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여 미국 정부를 설득하면서 이집트정부를 통해 UN의 제재위원회에게 제재면제

신청을 하였고, 제재면제신청을 한 후 6개월 내에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의가 없어 제재면제 되었다고 

한다. 

각국의 독자제재는 미국 외에도 EU, 일본 등과 우리나라도 있으나, 미국제재를 중심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국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범

위가 광범위하다. 미국인에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기업과 해외지점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외국회사(지점포함)와 외국인도 포함된다(31 C.F.R. 510.326). 이들이 미국 독자제재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국내법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미국인에 해당되지 않더라

도 미국 기업과의 수출입거래 제한이나 미국은행에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개설금지 등 미

64) 연합뉴스 2018. 9. 23.자 기사 “이집트 오라스콤, 유엔으로부터 북한 통신사업 승인받아”(https://www.yna.co.kr/view/AKR201809230294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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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 단독제재를 따를 것을 강제한다. 또한 미

국의 2006년 BDA 사건에서 봤던 바와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자로 지정전이라도 조사개시만으로

도 제재효과가 발생한다.65)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1950. 12.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규정의 적용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동시에 행정명령 제13466호가 발효되어 자

산동결 등 제재는 유지되었다. 2008년 이후 이후 북한 핵문제의 악화에 따라 행정명령 제13551호

(2010. 8.), 제13570호(2011. 4.), 제13687호(2015. 1.), 제13722호(2016. 3.), 제13810호(2017. 9.)이 발

효되었다. 이 행정명령들은 제13687호까지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 국가긴급법 등에 근거하였고, 제

13722호와 제13810호는 2016. 2.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이 근거로 추가되었다. 2017. 2.의 「제재에 

의한 미국적대자 응징법」은 대북제재강화법을 개정한 것이다. 위 행정명령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한 

것이 2018. 3. 개정된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규정이다. 

대북제재강화법 및 행정명령들과 대북제재규정의 대북제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재대상

자(SDN list)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산동결과 이들과의 모든 물품·용역·금융거래 금지된다. 북한

인의 외국계좌와 관련된 미국 내 펀드는 동결되고 이전 금지된다. 법령에 예외가 없는 한 모든 물자·용

역·기술의 직·간접적 대북 수출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며, 미국으로부터 모든 신규 대북투자

는 금지된다. 북한 기항 선박·항공기는 180일 내에는 미국 착륙이 금지된다. 제재대상자 또는 북한무

역과 관련된 외국은행의 미국 금융기관에의 대리계좌개설은 금지된다. 미국인에 대해 금지된 위 거래

와 동일한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금융제공은 금지된다. 

2016년 이전에도 수출관리법(50 U.S.C. Chapter 56)과 수출관리규정(15 C.F.R. Part 730-774)에 따른 

수출통제물자에 대한 미국 상무성의 허가 없는 수출금지 등 수출제한, 무역법(19 U.S.C. Chapter 12)

과 관세법(9 U.S.C. Chapter 4)에 의해 북한과 쿠바는 관세법의 관세율표 Column 2 대상 국가이므로 

북한산 물품 수입 시 정상무역관계 있는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제한, 공

65) 미국법에 의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 제재대상자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해 국무부장관은 관련 외국은행에 대하여 미국은행에 

대리계좌 개설금지나 제한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05년에 이루어진 BDA사건은 미국애국법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proposed rulemaking)이후 시장의 자발적 반응으로 모든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북한과 금융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세계의 금융기관들은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북한과의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

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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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독재국가의 국제통화기금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편의제공도 미국이 반대하도록 규정한 국제금융

기구법(22 U.S.C. §286e-11)에 의한 투자제한이 있었고 이외에도 대외원조법(22 U.S.C. §2227, §

2370(f)) 등 10여 개의 대북제재 법령이 존재하였다. 

2016년 이전의 수출입과 투자를 제한하던 대북제재는 2016년 이후 모든 물자·용역·기술의 수출금지, 

모든 물자·용역·기술의 수입금지, 미국으로부터 또는 모든 신규 대북투자 금지로 강화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제재는 엄격하지만 몇 가지 예외와 면제를 두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 22 U.S.C. 

§9228 (a)에 따른 실종미군 발굴활동 등은 제재예외이며, 대북제재강화법 22 U.S.C. §9228 (b)는 북

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고 30일부터 1년까지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대북제

재강화법 22 U.S.C. §9251 과 §9252에는 제재유예와 종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UN 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 핵무기의 CVID 등의 사실을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다. 

대북제재규정에도 대북제재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편과 통신, 정보의 수출입, 개인용 용품 및 용

역의 구입 등 여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등은 제재예외이다(대북제재규정 31 C.F.R. 

510.213). 대북제재규정 31 C.F.R. 510.501부터 510.518까지는 제재에 대한 일반허가를 규정하고 있

다. 긴급의료구조, UN 주재 북한인의 일상적 활동, 1년에 5,000불까지 개인송금과 휴대, NGO 활동관

련 서비스제공(음식 등 인도주의 지원, 민주주의 지원, 전염병예방 · 영유아건강증진 · 지속가능한 농

업 · 깨끗한 물 등 비영리적 개발, 멸종위기생물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단 수출통제규

정 즉 EAR 품목이 아니어야 함), 미연방정부의 공식적 활동, UN 활동(EAR 품목예외), 제3국의 외교

활동을 위한 자금이체, 통신장비 거래가 아닌 통신을 위한 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거래와 지급 및 영수 

허용(출원, 보호의 수령, 갱신, 침해소송 등 거래), 비 교통적 정박이나 긴급정박의 경우는 제재면제의 

일반허가가 되어 있다.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는 미국법의 일반허가와 형식적으로는 별개이다. 

특정한 활동을 위해 미국단독제재 규율 대상자는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제재면제의 특정허

가를 신청할 수 있다(대북제재규정 31 C.F.R. 510.501). 

향후 비핵화협상이 진전된다면 대북제재는 완화내지는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나 대북제재규정의 제재예외·면제사업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제재의 예외와 면제 사항 추진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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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승인이 우선 이루어질 것이다. 더 진전된다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2016년 이전단계

로 복귀하여 개성공단 사업 재개나 남북철도연결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의 국

제금융기관 가입과 북미간의 정상무역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재가 완화될 것이다. 다만 수출통제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므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수출통제물자의 수출통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UN 안보리 대북제재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의 제재 중 남북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규

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굳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자면 (i)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 프

로그램 관련 기술이전 금지(제1718호 제8조),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과학·기술 협력 

중단(제2321호 제11조), (ii)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UN 대북제재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기여하거나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량현금(bulk cash) 이전 및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의 금지(제2087호 제12조, 제2094호 제11조 및 제14조, 제2371호 제13조) 정도가 검토대

상이 될 수 있다.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8조 (a)항은 “모든 회원국들은 ...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리스트나 공

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

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또는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결정(decide)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UN 안보리 결의 제2321호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경우와 의료 협력(medical exchange)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대표하

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사,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여야 함을 결정(decide)한다. 

(a) △ 핵 과학 및 기술, △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또는 △ 고등 제조 생산 기술 및 방법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활동이 북한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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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b) 여타 모든 과학 · 기술 협력과 관련, 과학 · 기술 협력에 관여된 국가가 특정 활동이 북한의 확산 민

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히 특허와 관련하여 해당 특허의 내용이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등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거나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관련 활동들을 촉진 내지 기

여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위 안보리 결의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특허의 출원, 등록, 유지, 갱신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일체의 교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표권과 같이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

일, 대량살상무기 등과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권의 교류는 현재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량현금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제2087호 제12조에서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현금(bulk cash)

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제1718호와 제1874호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deplore)”한

다는 규정에 의해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결의 제2094호 제11조에서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

로그램 또는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기여하거나 부과

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또는 ...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

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decide)”하였고, 같은 결의 제14조에서 “북한에 대

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

(express concern)”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후 결의 제2371호 제13조에서는 “결의 제2094호 제11조

의 대량현금 이전을 포함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s)에도 적

용됨을 명확히(clarify)” 하였다.

UN 안보리 제재는 북한으로의 대량현금 이전이나 그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등의 제공을 그 자체로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량현금의 이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 활동등 기존의 안보

리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하거나 기존 안보리 제재조치를 회피 또는 우회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의 이전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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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4호 이후에도 민생목적 외 석탄수출금지(제2270호), 수산물수출금지(제2371호), 섬유제품수출

금지(제2375호), 농산품수출금지 등(제2397호) 등에서 북한의 대외 수출 금지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만약 모든 대량현금의 거래를 의심하고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 대량현금 조항 하나로 북

한의 대외수출대금 거래는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량현금이전을 제한한 제2094호 

이후에도 북한의 대외수출금지 품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제2094호 제

11조 등은 모든 대량현금의 이전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 활동등 기존의 안보리 제재에서 금

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있는 자금이거나 기존 안보리 제재조치를 회피 또는 우회하거

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증거가 있는 자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라 생각한다. UN 안보리 결의 제2094호가 결의된 2013년 3월 이후에도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1년에 약 1억 달러가 임금 등으로 북한에 지급되었지만 이는 안보리 조치에 위반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관련 당국(발명총국, 상표 및 공업도안

처)에 대한 수수료 납부 및 북한 지역의 변호사나 대리인 등에 대한 보수 지급이 핵미사일 활동 등 기

존의 안보리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없는 한 이러한 대금 결제는 UN 안

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대량현금문제라는 것은 현금 공여자체가 문

제되는 것이 아니라,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량현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대량현금의 공여는 UN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활동에 기여하는 상황이 될 때만 문

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단독제재에서도 상표 등록 수수료 등

의 지급은 제재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 수수료 등의 지급이 UN 안보리 결

의에서 금지하는 대량현금 공여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관련 대금의 총액이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전용될 정도로 큰 규모로 또는 일시

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UN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수수료 등을 모아 총액

으로 한꺼번에 북한 에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그때그때 지급하는 구조를 취

한다면 대량현금 이전과 관련된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66)

66) 더욱이 아래에서 살펴볼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의 제재 내

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UN 제재도 회원국과 북한 간 지식재산권 교류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대금 등의 지급을 대량현금의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금

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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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의 각 구체적인 형태를 감안하였을 때 그러한 각각의 개별적 행위

들이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행 UN 안

보리 제재 규정이 남북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남북의 지식재산권 교류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

이 아니며, 그 자체로 북한에 막대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의 지식재산권 교류가 그 자체로 UN 안보리의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미국 대북제재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다. 대북제재규정(31 C.F.R. Part 510)은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의 금지나 제한에 대해 명시적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북제재규정에서 지식재산

권 관련 거래를 포괄적 면제대상으로 한 것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생

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10.517조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정 거래

(a) 미국 또는 북한 내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아래의 모든 거래들

은 허용된다(authorized). 이러한 거래에는 북한으로의 서비스 수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급 및 그 지

식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인(persons in North Korea)67)에 대한 지급을 포함한다.

(1)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제기

(2)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취득

(3)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갱신 또는 유지; 및

(4)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효 또는 침해소송의 신청 및 심사 또는 

해당 소송에 대한 방어 신청

67) 북한인(North Korean Person)은 북한 주민, 북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또는 북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외국 지점 포함)를 의미하며,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미국에 합법적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유효한 미국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북제재규정 제510.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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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조는 (a)항에 의해 허용된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 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 및 

미국 또는 북한 내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합리적이며 통상적인 수수료와 보수의 지급을 허용한

다. 다만, (b)항에 따른 지급은 동결된 계좌68)를 통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북제재규정 제510.517조는 북한 내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취득(등록), 유지·갱신 및 관련 분쟁

에 관한 모든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 북한 내 변호사 또는 대리인, 해당 지식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인에 대해서까지도 수

수료, 보수 등의 대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제510.517조는 대북제재규정의 Subpart 

E(허가, 승인 및 허가 정책) 내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 및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

용 등의 지급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허용(동결된 계좌를 통한 지급은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69)

미국의 대북제재규정 제510.517조는 명시적으로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련 분쟁에 관한 모든 

거래를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북한 정부, 북한 내 변호사 또는 대리인 및 관

련 북한인에 대한 수수료, 보수 등의 대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과 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는 대북제재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

로, 남한과 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도 당연히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대북제재규정 제510.210

조 (b)항 및 (c)항에서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규정하고 있

으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결국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북제재규정에 의해 미국인 

자신들에게 금지되는 거래를 제3국에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거래가 일반적, 포괄적으로 허용되거나 제재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행위 금지를 전제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남한과 북한 간 거래에까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68) 동결된 계좌(blocked account)란 제510.201조 (a)항 또는 (d)항에 따라 북한 정부, 노동당 또는 누구든 그 소유의 재산 및 재산에 대한 권리가 동결된 사람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의미하며, 그 계좌와 관련하여 OFAC의 명시적 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어떠한 지급, 이전, 수출, 인출 또는 기타 거래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좌를 의미한다(대북제재규정 제510.302조).

69) 다만, 대북제재규정은 대북제재에 관한 다른 법령과 별개의 독립적인 규정이며, 대북제재규정에 의해 어떠한 행위가 허가 또는 승인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

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북제재규정 제510.101조, 제510.502조 (d)항 참조). 그러나 대북제재규정 제510.517조와 달리 북

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명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다른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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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식기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지식재산은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와도 같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개방형 경제 체제에서 지식재산의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

이냐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북한도 이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 북한도 결국에는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제재로 전례 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표 

격인 UN은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대북제재의 선봉장인 미국은 북한과의 

지식재산권 교류를 명시적으로 현재 허용하고 있다. 물론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북한과의 지식

재산권 교류가 금지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식재

산권 교류는 가능하다. 적어도 지식재산권 교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

을 것이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직·간접출원과 WIPO 출원이 있음은 본문에서 살펴보았

다. 파리 협약을 이용한 직·간접출원은 상대방 국가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

관적이지만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반면 WIPO 출원은 출원 절차가 간이한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한 간 출원이 성공한 사례가 없고 서류의 제출과 수수료의 지급 등을 위해 WIPO를 거쳐야 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위 두 가지 방식 중에서는 제3국을 우회하는 방식이 아닌 남과 북이 직접 교류

하는 직접출원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 지식재산권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았듯 말이다.

여전히 많은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당장 북한 당국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나 자유로운 왕래가 차단되어 있으며, 북한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문제다. 북한과

의 지식재산권 교류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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