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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가 지속되는 한편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2020년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 특허청이 출원인들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을 
확인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하였는지를 요약하여 소개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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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Ⅰ

■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체제에 돌입함

 각국의 특허청들도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권리 취득·유지 

절차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부여받은 권리에 대해 연간 유지료의 납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로, 긴급 상황으로 발생한 각 특허청 업무 중단 

사태는 권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20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각국 특허청들은 

권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여 출원인과 등록인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한편 

출원 업무 등에 관련된 과정에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 경제의 역성장을 촉발시키고, 이에 각국 정부가 새로운 경기 

부양(뉴딜) 정책을 내세우며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팬데믹 선언 이후 6월 발표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 6%였으나, 9월 발표한 수치는 – 4.5%로 소폭 상승함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각국 정부의 의지에 더해, 그린딜과 

디지털뉴딜로 요약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임

 지식재산 행정 부분에서는 종이문서 시대의 종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빅데이터 

및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발 빠르게 대응

■ 이하에서는 2020년 팬데믹 선언 이후, 각 국 특허청이 출원인들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을 확인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하였는지를 요약하여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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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국 IP 동향 Ⅱ

1. 경기 회복 및 연구개발 지원

(1) 미국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발의 및 행정명령 등을 발동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20년 3월 27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 및 관련 

경제적 여파 지원을 목적으로 CARES법에 서명함

  - 동 법안은 피해 구제와 지원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개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동 법안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상표청장(책임자)에게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규정의 ‘기한을 일시적으로 취소, 보류,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임시권한이 부여되었으며, USPTO의 안드레이 이안쿠 

청장은 임시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됨

  - 특히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에 의해 USPTO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출원인, 

등록인,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 동 조치의 시행이 가능

 (국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행정명령) ’20년 6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및 기타 활동의 촉진을 통한 코로나19 비상사태로부터 국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코로나19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동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정부기관과 

행정부에서는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인을 업무로 복귀”시키고 인프라 투자 및 기타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정부기관(집행 부서를 포함)은 비상 당국과 다른 기관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도모 

 ’20년 7월 2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전한 백신, 치료제 및 

진단방법을 개발하고 제조 및 배포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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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의 전략과 그에 따른 효과, 미국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개진하며 코로나19 백신을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하고 미국인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함

 (효과적인 백신 개발) 2020년 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과학계 및 민간 부문 간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인 ‘Operation Warp Speed’를 출범하여 단기간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트럼프 행정부는 임상 실험과 병행하여 대량 제조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백신 후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함

 (백신 개발을 안전하게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그에 대한 효과) Operation Warp Speed는 

5개 이상의 백신에 투자했으며 가능한 한 많고 효과적인 백신을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 

여러 제약 회사와 협력함

  - 많은 백신 후보자들이 초기 유망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이 현재 3단계 임상실험에 참여하거나 시작하고 있음

 (미국 혁신의 힘)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과학자를 

총동원하고 있는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다양한 항체 테스트를 승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가속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를 

촉진함

(2)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망 보증을 통한 기업 지원

 ’20년 3월 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지원 조치로서 ‘안전망 보증 4호* 및 5호**’를 발동함

 * 안전망 보증 4호는 자연 재해 등의 돌발적인 사유(지진, 태풍 등)에 의해 경영 안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신용보증협회가 통상의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대출 금액의 

100%를 보증하는 제도임   

** 안전망 보증 5호는 업계 현황이 특히 악화되고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조치로 

신용보증협회가 통상의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대출 금액의 80%를 보증하는 제도임

 동 안전망 보증 4호는 일본 전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전부를 지정하는 한편, 안전망 

보증 5호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에 의해 특히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숙박업과 요식업 등 40개 업종을 긴급으로 추가 지정함

  - 이번 안전망 보증 대상 중소기업은 지정지역 또는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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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출액 등의 감소가 전년 동기대비 5~20% 감소해야 할 것을 

요구함

  - 그 밖에도 경제산업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정책금융공고, 일본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 지방 경제산업국 등에서 경영상담 창구를 운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디지털 개혁

 ’20년 9월 23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사회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개혁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강한 조직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디지털 사회의 여권인 ‘마이넘버카드’의 활용) 강인한 사회경제구조의 일환으로 

마이넘버와 마이넘버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사회 구축을 추진하여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을 

촉진하고 각종 면허·국가 자격과 일체화하는 방향을 검토

 (신속한 급부 실현) 지원금 등 부분에서 디지털 절차·사무처리·조기 지원을 실현하고 

지원금 등 공적 자원의 지급을 위해 입출금 계좌와 마이넘버를 결합하는 방식을 검토

 (온라인화 시스템 확충) 임시조치로 도입한 텔레워크,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의 온라인화 

유지 및 확충 방안을 검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디지털 기반 구축) 각 부처, 지역에서 산재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통화, 클라우드 활용 촉진 등을 추진

■ 일본 경제산업성의 모든 날인 절차 폐지 및 전자신청 도입 계획

 일본 정부는 자국의 행정개혁 가운데 행정절차에서의 디지털화를 도모하여 도장 날인 

사용의 폐지를 각 부처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10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행정절차에 대해 모든 날인 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출원 등 관련 신청 절차 800여 종 가운데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약 300여종은 이미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아직 날인이 필요한 500여 종을 디지털화할 

예정으로 ‘절차적 간소화 및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함 

■ 일본 경제산업성의 코로나19 대책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20년 5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고자 ‘바이러스 감염 대책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ウイルス等感染症対策技術の開発)’ 지원을 실시함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분산적인 바이러스 검사와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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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중증 환자 치료기기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증 대책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긴급성이 높고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7건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개시함

표 1.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리스트

연구개발 대표기관 연구개발 과제명

국립연구개발법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적인 신속 진단 시스템 개발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

시립대학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출을 목적으로 한 높은 처리량 전자동 면역 

측정 방법의 개발 및 동 측정 방법 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일본 광전공업 주식회사
∙ 의료 종사자 감염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한 경증 코로나19 감염자 등의 원

격 관리 시스템의 타당성 검증 및 최적화 연구

아코마 의과공업 주식회사 ∙ 인공 호흡기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기능 개발

아코마 의과공업 주식회사 인공  ∙ 3D 프린트 가능한 인공 호흡기 실용화 프로젝트

국립 순환기병 연구센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대한 고성능 신규 ECMO 시스템의 유효성·

안전성에 관한 임상 연구

국립 순환기병 연구센터 ∙ 중장기 호흡 인공심폐장치(ECMO) 개발 및 임상 평가

(3) 중국

■ 중국 정부의 신형 인프라 건설 정책

 ’20년 5월 22일, 중국 정부는 ‘2020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문명화된 중국 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과 

함께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신형 인프라 건설(新型基础设施建设)’을 제안

 신형 인프라 건설 정책은 5G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구축 등 신규 디지털 기반 구축을 

위시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임

  - 중점 투자분야는 5G 기지국, 네트워크,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 네트워크, 

특고압 설비, 고속철도, 철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및 충전소 등임

  - (정보 인프라) 5G, 사물인터넷, 위성인터넷의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다각화, 

AI·블록체인·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 인프라,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컴퓨터 파워 인프라를 추진

  - (융합 인프라) 디지털 기술을 응요하여 교통·에너지·교육·의료 분야를 발전시키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혁신 인프라) 과학기술 분야의 공익성을 갖춘 연구개발 인프라를 의미하며,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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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혁신 프로젝트 및 원천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을 추진함

(4) 유럽연합

■ EU의 POST CORONA 대책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의 순간: 후대를 위한 회복과 

준비(Europe’s Moment: Repair and prepare for the next generation)’를 발표함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초래한 유럽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8,50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회복 지원 방안으로 다음의 정책을 제시함

  - (위기극복전략으로써 유럽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실시, 청정 물류시스템 구축,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강화로 신규 경제기회 창출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단일시장(Single market) 강화) 더 나은 연결성(connectivity)에 

투자, 인공지능·사이버보안·슈퍼컴퓨터·클라우드에서 산업과 기술의 존재감 강화, 실물 

데이터 경제의 실현,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증대

  -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회복) 유럽 실업재보험제도(European Unemployment 

Reinsurance Scheme)를 통한 근로자 지원,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지원, 취약 계층을 

위한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제·급여투명성 대책 마련, 탈세 방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관련 정보 제공

 (EU 차원의 R&D 지원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국제적인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연구주제를 긴급 모집하며 1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EC는 ‘전염병을 대비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과 포럼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며, 연구 기금을 조성함

  - 예를 들어 “프리페어 프로젝트(Prepare Project)”는 유럽의 42개 국가의 3천개에 

이르는 병원 및 900개의 연구소가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임상치료 측면에서의 

연구를 준비하고, 프로젝트 성과의 융합적 사용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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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20년 7월 14일 한국 정부는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함

① 디지털 뉴딜

  -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여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함

  -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경제 촉진으로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함

② 그린 뉴딜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Net zero)을 지향함

  -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함

③ 안전망 강화

  - 불확실성의 시대에 일자리 불안과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함

  -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가속화함

표 2.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 융합과제 그린 뉴딜

① 데이터 댐 ④ 그린 스마트 스쿨 ⑧ 그린 리모델링

② 지능형 정부 ⑤ 디지털 트윈 ⑨ 그린 에너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긴급 특허전략을 통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방역기술 개발 지원

 특허청은 코로나19 대응기술 개발 및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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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에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을 지원함

 - 우선적으로 백신·치료제, 진단·방역기술 등 코로나19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기관에 

IP-R&D 전략을 지원

 - 선도기업이 구축한 장벽특허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개발되는 약물이 추후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래 감염병에 관한 약물이나 치료방법 등의 특허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치료제나 치료방법 개발도 함께 지원

 또한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장벽특허 대응전략, 최적 R&D 방향, 우수특허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함

2. 지식재산 권리의 보호 및 위조상품 대응 등

(1) 미국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출원·심사 등 절차의 지연 방지와 지속적인 혁신 보호

 (특허·상표 서류제출 등 관련 기한 연장) CARES 법에 따라 특허·상표 관련 문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함

 - (특허출원 및 재심사) 소기업의 사전 심사절차, 특허심사 또는 특허공개 절차에서 요구되는 

답변서 제출, 등록료 및 유지료 납부, 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등 

 - (특허심판)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청구, 특허심판장에 대한 청구 등

 - (상표 출원·등록, 상표심판) 최종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상표출원에 관한 우선권 주장, 등록갱신 신청 등

 (수수료 유예 임시특허출원 파일럿 프로그램) 코로나19 관련 임시특허출원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고품질의 

특허등록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코로나19 관련 임시특허출원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지불 연기는 정규 출원으로 전환하는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시출원시 

해당 기술이 USPTO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함

  - 동 프로그램의 대상은 해당 기술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품이나 공정에 관련되어야 하며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사용이라는 점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어야 함

 (소기업 등을 위한 관련 수수료 면제조치) 소기업과 마이크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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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특허등록 수수료, 특허유지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등 특허관련 수수료에 관한 

면제 조치를 실시

 (소기업 등을 위한 우선심사 프로그램* 실시)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기업 및 마이크로 기업 등을 위한 우선심사 프로그램을 실시

* 특허 우선심사 프로그램인 ‘Track One’은 가속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보다 

더 적은 요건을 요구하며 또한 사전심사검색(pre-examination search)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으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결정을 받을 수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발명을 대상으로 소기업 자격을 갖춘 특허출원인은 무료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

  -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심사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나 출원인이 USPTO의 통지 및 조치에 대해 보다 

시기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최소 6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받을 수 있음

 (특허출원 및 관련 신청의 온라인 제출 허용) 식물특허출원,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신청 등의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여 관련 절차 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함

  - (식물특허) USPTO는 식물특허의 경우 다른 특허발명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전자출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식물특허의 출원 및 후속 문서제출에 

대한 특허전자출원시스템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이 더욱 용이하게 

출원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신청* 온라인제출 허용)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특허전자출원시스템(EFS-Web 또는 Patent Center)을 사용하거나 이메일 

신청을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특허권자가 더욱 용이하게 

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USPTO는 특허 전자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 몇몇 특정 서류의 경우 온라인 제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최초 신청의 경우도 포함됨. 미국 특허규칙(MPEP) 

제502.05조에서도 만약 동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USPTO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음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HSI)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과 협력

 ’20년 5월 5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화이자, 3M, 씨티(Citi), 아마존, 알리바바 등과 함께 코로나19를 둘러싼 사기 및 기타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전례 없는 민관협력을 실시

 HSI는 의약품·의료장비, 금융, 전자상거래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글로벌 무역, 

금융사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주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팬데믹 

관련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범정부적인 조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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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기간 중 사이버 보안에 대한 특별 보고서

 ’20년 10월 1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데이터 분석 기업 

FICO와 함께 ‘코로나19 기간 중 사이버 보안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의 경우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기업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공함

(2) 일본

■ 일본 특허청(JPO)의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심판 절차 상 비대면 시스템 구축 및 

지정기간 등의 연장을 통한 출원인 및 권리자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사건 절차의 지정기간 연장)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심판 

사건의 절차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함

  - 연장을 필요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연장은 직권으로 최대 1개월까지 인정됨

  - 지정기간의 연장이 인정된 후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대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장 신청이 가능함

 (화상면접심사·심리 등 실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한 화상면접시스템을 통해 심사관(심판관)과 

면접이 가능하며 출원인 소유의 PC 등을 통해 화상 면접에 참가할 수 있어 심사관 

(심판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

  - 동 화상면접시스템은 특별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없이 컴퓨터, 인터넷, 웹캠 및 

헤드셋(마이크, 스피커) 등의 장비를 필요로 하며 출원인 및 권리자는 담당 

심사관(심판관)에게 연락하여 신청이 가능함

  -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스프레드 시트, PDF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 데이터를 웹 

사이트의 ‘화이트 보드(ホワイトボード)’에 붙여 참가자간에 공유할 수 있으며 또한 

화이트 보드에 붙여 넣은 전자 데이터 상에서 참가자가 표시 및 메모를 붙일 수 있음

  - 심사관련 면접의 경우 최대 10대의 기기(심판의 경우 최대 4대)가 하나의 면접에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동 시스템의 활용에는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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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권리보호를 위협받는 위기에 

처한 출원인 및 권리자를 지원

 (권리회복청구) 관계 법령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권리를 상실할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회복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특허법 실시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사자는 권리회복청구가 가능함

  - 상표 관련 사무의 처리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중지되고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되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상표권의 회복은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

  -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조례 실시세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복청구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권리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은 납부하지 않지만, 권리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시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권리가 상실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절차를 완료해야 함

 (신속한 업무 처리) CNIPA는 코로나19 관련 특허 및 상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한때 중단되었던 대면창구업무를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였으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고, 

특허 및 상표 출원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전자권리증 발급을 통해 출원 절차 

및 시간·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력

  - 방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신청한 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고 ‘기업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10개 조치’를 발표하여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특허 출원, 

상표 등록의 우선 검토를 강조함

  - ‘코로나19 방역 및 방제 관련 상표 출원의 신속 심사 업무 계획’을 실행하여 

코로나19에 연상되는 사람의 이름, 코로나와 유사한 징후, 질병의 명칭 등을 명시함

■ 한편 코로나19 관련 상표출원 우선심사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실시

 (단속 강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염병 명칭 등으로 구성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상표 출원 대리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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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하는 등 악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표등록 행위 단속을 심화

  - CNIPA는 중국의 방영 영웅인 중난산(钟南山) 교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출원한 상표 

3건을 포함하여, 후오션샨 병원 상표 27건, 레이션샨 병원 상표 24건 등 총 63건의 

코로나19관련 상표를 취소함

(4) 유럽연합

■ 비상상황으로 인한 각국 특허청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  

 ’20년 3월 16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유럽 특허청(EPO)을 포함해 유럽의 주요 

특허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에 따른 업무 대응상황을 공지하였으며, 이후 각 국 

특허청에서 발표하는 주요 공지사항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공유함

  ① 유럽 지식재산청(EUIPO)

  - EUIPO는 ’20년 2월 한 달 간 중국 출원인을 대상으로 기간 제한을 연기했던 조치에 

이어, ’20년 3월 16일 공식발표를 통해 EUIPO 전체 출원인들을 대상으로 출원 업무에 

관련된 모든 기간 제한을 ’20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기함

  - ’20년 5월 18일 이용자에게 부여했던 예외적 연장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책을 

안내하고, 향후 2개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함

  - EUIPO의 직원들은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재택근무를 실시함

  ② 유럽 특허청(EPO)

  - EPO는 ’20년 7월 29일, 오는 ’20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모든 구두절차를 

연기하거나 당사자 요청 시 화상회의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년 9월 14일부터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이의제기 구두절차를 시작함

  ③ 독일 특허상표청(DPMA)

  - 독일 특허상표청은 인포메이션 센터와 리서치 룸(research room)을 폐쇄하고, ’20년 

5월 15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공개변론 기간의 마감일을 연장함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리자를 위해 수수료 납부 연장 조치를 취함

  ④ 영국 지식재산청(UKIPO)

  - 영국 지식재산청은 ’20년 3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권리기간을 중단하였으나 7월 

30일부터 특허법 및 관련 규칙에 언급된 모든 기간을 다시 시작하고 오는 ’21년 3월 

31일까지 임시적으로 추가 수수료 부담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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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등 출원업무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⑤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특허·상표·디자인의 신규 출원, 상표 갱신, 

특허 수수료 접수, 등록부 기재, 지리적표시,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⑥ 이탈리아 특허상표청(Patice)

  -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온라인 업무를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5)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국제 IP 조약 개정 및 지침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 모색

 (지식재산권 국제출원에 관한 긴급대응)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편 서비스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국제출원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자적 서비스를 

통한 문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권리자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

  - (파리 협약)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사태 하에서 우선권 조항에 관한 해석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파리협약 당사자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

  - (마드리드 시스템) 임시적 거절 통지 발송을 허락하거나, 전자적 서비스를 통한 문서 

전송이 가능하도록* 마드리드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

* WIPO는 ’20년 7월 20일, 마드리드 출원 지원(Madrid Application Assistant)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행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공식 제출서류 양식인 MM2을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해 온라인 상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함

  - (헤이그 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헤이그 시스템 이용자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헤이그 협정의 개정을 논의

(6) 한국

■ 특허청(KIPO)의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 연장 등

 특허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출원인 등이 특허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함

  - 해당서류는 특허 출원서 등의 보정 기간 및 절차의 보완 기간,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등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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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사건 절차의 지정기간 연장)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심판 

사건의 절차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함

■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특허 수수료 감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납료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지역 출원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을 기준으로 위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의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포함

■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심사·심판 절차 개선 및 코로나19 관련 심사·심판의 신속한 진행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법령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단계별 구제방안을 시행함

 심사‧심판 등 지식재산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면담과 

영상 구술심리･면담을 적극 활용함

 또한 우선심사 결정된 건 중 코로나19 관련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허의 심사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심판은 우선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함

3. 특허정보 데이터의 수집·보급 및 지식재산 활용

(1) 미국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코로나19 관련 특허라이선스 플랫폼 출시

 ’20년 5월 4일 USPTO는 사용자 친화적 웹기반 지식재산 시장 플랫폼인 ‘파트너쉽을 

위한 특허(Patent 4 Partnership)’를 개시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라이선싱이 가능한 

특허 발명을 공개함

 동 플랫폼은 다양한 핵심기술에서 혁신의 자발적인 라이선스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가치 

있는 특허정보의 보급을 도모하며, 동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키워드, 발명자명, 양도인, 

발행일 등 사용하기 쉬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정렬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코로나19 관련 특허공개와 함께 코로나19의 예방,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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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플랫폼의 메인 페이지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의견을 보낼 수 있는 한편 IP 

보유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기술을 제출할 수 있음  

  - 향후 동 플랫폼은 다른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예정임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센터 발족

 ’20년 6월 3일 코로나19 대응 지원 센터(COVID-19 Response Resource Center)를 

설치하여 기업, IP 실무가에게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혁신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파트너쉽을 위한 특허’ 특허 라이선스 플랫폼과 코로나19 관련 특허 출원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우선심사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 등 

사용자가 현재 계속하고 겪고 있는 위기 상황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를 돕기 위한 여러 

주요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상표권 위조와 소비자 사기(기망)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국제적인 개발 등에 대한 최신 정보도 이용할 수 있음

(2)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 등 코로나19 대응 기업의 무상 지원 등 정보 데이터 공개

 ’20년 3월 9일, 일본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및 총무성은 산업계 및 Civic Tech 단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한 기업에 의한 지원 정보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개하는 ‘민간 지원정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실시함

* Civic Tech 단체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기술자들이 모여 공동 개발 등을 실시하는 단체임.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여러 온라인 학습이나 재택 업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보 제공 방법 등이 각각 달라 이용시 서비스 선택이 어려움

 동 ‘민간 지원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시민·사업자가 기업 등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실현하여 보다 충실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 공헌하고자 함

  - 일본 정부는 지원정보를 기입하는 표준 데이터 포맷을 제공해 산업계 각 단체에 

정보제공을 의뢰하고 산업계 각 단체에 소속된 기업은 무상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제공하며 제공된 데이터는 정부가 집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데이터로 공개함

  - 본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단체가 정보수집, 창의적 노력을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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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며 더불어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정부의 사업자 지원 정보에 대해서도 검색하기 쉬운 정보 제공 사이트를 준비한다고 

밝힘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경기회복 추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지원 선언) ’20년 5월 7일,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경단련)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지식재산에 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지원 선언’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힘

  - 경단련에 포함된 20곳의 기업*과 지식재산 책임자가 함께 ‘COVID 대책지원 선언서’를 

발표했고 일본 전체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닛산자동차(日産), 도요타자동차(トヨタ), 혼다(Honda), 아지노모토(味の素), 야후(Yahoo), 니콘(Nikon), 

캐논(Canon) 등   

  - 본 선언은 WHO가 팬데믹 선언을 종결할 때까지 바이러스의 진단, 예방, 봉쇄 및 치료를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

  - 본 선언의 해당 지식재산권 기술은 침해 유무 조사와 라이선스 허가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바이러스 진단·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즉각 활용이 가능

 (지식재산 활용 프로젝트) ’20년 8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식재산권 코로나19 감염 

대책 지원 선언’ 사무국과 협력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코로나 

시대의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개시

  - 동 프로젝트는 선언대상 특허 중 활용이 용이한 기술을 선정하여 예상 활용방법을 

포함하여 알기 쉽게 제안, 중소·벤처기업과 코로나19 감염 대책 지원 선언 기업의 

면담을 지원하고 권리협상을 지원,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업 발전에 필요한 전략의 

작성을 지원

(3) 중국

■ 코로나19 관련 특허 정보의 수집·보급

 (특허 데이터 맵 구축) 중국 정부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관한 특허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개시함

  - ’20년 1월 31일부터 생물의학 및 의료기기 분야 특허검색 및 정보 분석 전문가를 

모집하고 관련 데이터의 검색, 선별, 처리 및 시스템 개발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생성한 ‘코로나19 특허정보 특별 데이터베이스’를 출범하고, 2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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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코로나19에 관한 특허 정보를 무료 공개함

  - 동 데이터베이스는 중의약적 예방과 치료, 백신, 화학물질, 생물제약, 진단검사, 

의료기기, 소독 및 의료용 폐기물 처리 등으로 분류

 (특허 내비게이션 실시) 코로나19 관련 의약특허 출원 현황 분석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규모 확대)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지원하여 IP 담보설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IP 보유 기업의 자금 융자난의 해결을 지원함

  - 재정부가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업무 복귀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담보, 보증보험 등 상품을 시행하도록 지원

  - 특허·상표권 질권 담보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며, 특히 

전염병 예방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를 제공

  - IP 담보융자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의 정책 경험을 공유·보급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규모를 연내 20% 이상 향상시키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지식재산권 실제 사용 가속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관계된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각종 지식재산권 거래 운영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리적표시 상품 생산, 유통, 소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관련 

협회, 기업,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상품의 판매를 지원

  - 고등교육기관 관련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일회성 수수료를 감면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 기술을 라이선스 하도록 지원

  - 국가 수준의 지식재산권 활용 센터를 통해 유행병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데이터 추적 

분석, 기술 수요조사, 개방형 플랫폼 도구 지원 등 고도의 지식재산 활용 서비스를 지원

(4) 유럽연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관련 정보 제공

 (코로나 관련 특허 문헌정보 제공) ’20년 6월 26일, 유럽 특허청(EPO)은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한 백신 및 제약 분야의 특허 정보 데이터셋(data set)을 공개

  - 데이터셋은 EPO의 특허 심사관 및 분석가들이 작성한 특허 문헌을 기초로 하며, 

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제약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특정 표적 검색 전략으로 추출한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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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됨

  -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셋을 통해 코로나19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생성된 문헌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전략은 Espacenet에서 실행할 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코로나 관련 발명가 소개) 유럽특허청(EPO)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위성항법장치, 진단 및 혈액학 등 분야에서 노력하는 발명가 7명을 선정하여 소개함

  - 이들은 코로나 지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 최신 특허분야 및 코로나19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표 3. 유럽특허청이 소개하는 7인의 발명가

No. 발명가 내용

1 Rino Rappuoli 기술을 활용해 백신을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게 하는 방법

2 Hans Clevers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른 장기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3 Ian Frazer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정보에 대응하여 대중의 불안감을 해소

4 Helen Lee 진단키트를 통해 90분만에 사스-Cov-2 바이러스를 검출 

5 Thomas Tuschl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는 도시를 동면상태(hibernation)로 만드는 방법 

잠재적 치료법을 모색

6 José Ángel Ávila Rodríguez 갈릴레오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감염을 추적하는 방법

7 Jan van den Boogaart 외 1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혈액 분석

 (중소기업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비즈니스 허브를 위한 

아이디어 동력(Ideas Powered for Business Hub)’를 개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중소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

  - 온라인으로 유럽상표(EUTM) 및 등록디자인(RCD)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의 

패스트트랙 심사보다 더 빠른 심사 및 등록을 부여

  - 상표 및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구축해나가고, 적절한 

권리보호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함

(5)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도구 제공

 (PATENTSCOPE 신규 검색 기능추가) ’20년 4월 24일, WIPO의 특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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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에 코로나19 관련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기술 분야의 

특허 정보 전문가가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선별한 수십 개의 검색 쿼리(query)를 

제공하는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과학자, 엔지니어, 공중보건 정책입안자, 산업계, 일반 

공중에 제공

 (코로나19 IP 정책 추격자 도구 실시) 코로나19와 관련된 WIPO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기타 조치의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인 “코로나19 IP 정책 추격자(The 

COVID-19 IP Policy Tracker)”를 개시함

  - IP 정책 추격자 도구는 예를 들어, 회원국의 관납료 납부기한 연장 공지 등을 게시하여 

출원인, 권리자들의 권리유지를 지원함

 (WIPO Pearl 용어 추가) ’20년 9월 22일, 특허 문서에서 파생된 과학 및 기술 용어에 

관한 다국어 검색 서비스 ‘WIPO Pearl’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및 진단에 관한 신규 

용어 1,500개를 추가

  - 생물학, 의학(역학 및 진단), 공중보건 분야에서 추출된 개념을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제공하여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일관되게 제공

  - 이 서비스는 PATETNSCOPE으로 연결되어 10개 언어 중 하나로 코로나 관련 용어를 

검색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9개 언어로 관련된 특허 정보가 도출됨

 (가상회의 개최) WIPO가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 및 회의에 온라인 방식 참여를 권장하고 

실시간 중계 및 녹화방송을 송출해 논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함

(6) 한국

■ 특허청(KIPO)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개통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주요 

분야별로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거시적인 기술정보인 특허동향 조사결과는 글로벌 특허동향, 국가별 특허 경쟁력 비교, 

글로벌 선도기업 및 우리기업의 특허 경쟁력 분석결과 등이 포함되는데, 각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또한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의 경우 특허리스트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된 세부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특허의 전문까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 다양한 특허정보는 관련 분야 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즉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특허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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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 협력 차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기여할 전망임

■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 실행 및 지식재산 공제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개발, 차단, 방역, 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피해기업과 대응기업이 사업자금 필요시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IP R&D,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의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

* 지식재산공제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지식재산분쟁 또는 해외특허 등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대여 받아 활용하고, 대여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임(근거 -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19년 

8월 29일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년 8월말까지 약 4천개 사(社)가 가입하는 등 가입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공제가입기업은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음

4. 글로벌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활발히 협력에 관한 논의를 전개

 (선진5개국 협의체의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추진)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으로 구성된 5대 특허·상표청의 청장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 지식재산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

  - 코로나19 위기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특허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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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디자인 분야에서는 온라인 소통의 활성화와 재택근무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청의 노력에 관한 정보 교환, 상표·디자인 심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한국·미국 협력) 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간 ‘핫라인’을 신설하고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함

  - KIPO와 USPTO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심사관 재택근무 현황과 함께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청이 취한 지정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구제조치를 공유했고, 

그러한 내용을 양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출원인에게 알리기로 합의함

  -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특허청장은 양국 특허청장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코로나19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함

 (일본·유럽 협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개인적·경제적 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

  - JPO와 EPO는 발명가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절차의 유연함을 제공하며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출원인을 지원중

  - 발명가 및 연구자에게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 특허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특허정보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세계적인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미국·일본 협력)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일본 특허청(JPO)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미·일 양 특허청의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

  - USPTO와 JPO는 안정적인 특허권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며 조기 심사 프로그램, 특허심사하이웨이, 미·일 협동 조사, 글로벌 도시에 등 

기존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

  - 특허 기술의 자주적 라이선싱 및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발명의 상용화 촉진도 지원

 (유럽·미국 협력) EPO와 USPOT 간 특허·상표 관련 문서 제출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화상회의 개최 또는 연기 등 유연성 있는 지원을 제공

  - 세계 각국의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 특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폭을 

넓혀 기술적 지식을 제시

 (G20 협력) G20 참가국·지역의 지식재산청 및 기관에 더하여 WIPO, WHO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팬데믹 등의 세계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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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인식으로 확인하고 각 지식재산청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함

■ 치료약 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논의

 (기술공유 플랫폼 출범) ’20년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 의약품 및 기타 건강용품에 대한 기술적 접근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 공유 플랫폼 C-TAP(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을 출범

  - WTO는 각국 정부와, 개발자, 연구소 및 기업이 제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 과학적 지식, IP 등을 수집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글로벌 공공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

  - 유전자 염기 서열과 데이터를 공개하고, 임상 시험 결과 발표의 투명성을 확보

  - 자금지원 계약에서 의약품 회사 및 기타 혁신가들 간 자금의 공평한 분배, 적정 금액 및 

시험 데이터의 발표에 관한 규정 삽입을 권장

  - 잠재적 치료, 진단, 백신 또는 기타 보건 기술을 의약품 특허풀에 허가하여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개발을 촉진

  - 오픈 코로나 서약(Open Covid Pledge) 및 기술 접근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현지 

제조·공급 역량 증대를 위한 개방형 혁심 모델과 기술 이전을 장려

 (코로나19 의약품 등 이용에 개발도상국 지원)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풀 창설 및 재정적 지원을 제안

  - 특허풀을 통한 일원적인 관리로 보다 투명한 국제적인 틀 안에서 개발도상국이 

용이하게 치료제와 백신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특허사용료가 더욱 저렴해짐

  - 후발 제약업체가 선진국 제약업체에게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를 G7이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취하는 재정적 지원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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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IP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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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Ⅲ

■ 주요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국가 주도의 다양한 경기회복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연구개발,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함

 각국 특허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절차상 지연 등으로 인한 권리보호 측면에서 

권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

 주요국 특허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표 3. 주요국 및 각국 특허청의 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 분야 조치 

구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경기회복지원

(국가 차원)
∙ CARES 법 ∙ 디지털 개혁 

∙ 기업 업무 복 

귀 지원책 

∙ 포스트 

코로나 대책
∙ 한국형 뉴딜

구분 USPTO JPO CNIPA EPO/EUIPO KIPO

연구개발 지원
∙ Operation 

Warp Speed

∙ 바이러스 감염 

대책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新 인프라 

건설 촉진

∙ R&D 투자 

확대

∙ IP-R&D 

확대

권리 

보호 

∙ 기간연장·권리회복 ○ ○ ○ ○ ○

∙ 수수료 감면 ○ ○ ○ ○ ○

∙ 우선 심사 ○ ○ ○ ○ ○

∙ 온라인 출원 ○ ○ ○ ○ ○

위조 상품 대응
∙ 온라인 위조품 

유통 근절
-

∙ 악의적 상표 

단속 강화

∙ 위조의약품 

단속

∙ 위조품 온라인

대책 강화 

지식재산 활용
∙ Patent  4 

Partnership

∙ 코로나 관련 

IP 무상 공개

∙ IP 담보융자 

확대 ·실질사용 

독려

∙ IP 창출 통한 

브랜드 생성 

지원

∙ IP 공제

코로나19 관련

특허 데이터 수집·보급

∙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접근성 향상

∙ 무료 공개 

특허 DB 

구축

∙ 코로나19 

특허 데이터 

맵 

∙ 특허 

데이터넷

∙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특히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전 초기 전파지역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누구보다 발 빠르게 관련 특허출원 등을 분석하고 

바이러스 백신·치료제 및 방역기술 개발을 위한 특허전략을 실시하여 다른 국가에 귀감이 

되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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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범국가적 차원의 국제 공조와 협력 체계를 조성하여 혁신의 유연성을 발휘함

 각국 특허청, 국제기구 등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합의하여 안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지식재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있어 기술공유 및 정보공유를 실천하며 치료제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인류 공동의 위기 극복에 있어서 의약분야 특허의 ‘공공재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IP Focus

2020년 11월 11일 발행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디 자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2-2189-2600

www.kiip.re.kr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