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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요약문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국제통상의 중요
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지식재
산권은 특히 문화예술의 발달과도 깊은 연관에 있다. 지식재산의 보호는 문화예술의 창작
자의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 그리고 산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틀로 작용하여, 문화예술
산업 발달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날로 변화하는 정책 및 산업 환경에 있어 지식재산에 대
한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적 이익을 실현하며 나아가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전
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한 저작권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지식재산정책 현황의 조사하여 유형화하였고, 지식
재산정책을 관할하는 거버넌스 체계와 문화예술산업 발달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종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하는 권리 중 산업과 관련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술적 사상을 공개한 대가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창작물에 대한 일반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다시
구분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하여 특히 기
존의 유형 중 어느 하나로 판별하기 어려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가의 지식재산 보호를 사례를 구분하면 통합형과 분리형을 구
분하고, 분리형을 다시 조화형, 조정형, 분산형의 세 개로 구분하는 유형화가 가능하다. 통
합형과 분리형은 지식재산에 관련된 행정 계획의 수립, 업무의 추진, 집중관리단체 관리의
통합/분리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분리형은 각 행정부가 각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경우
분산형, 자문기구가 각 정책을 통할하여 조정하는 총괄권을 가진 경우 조정형, 지식재산전
담조직이 조정을 담당할 경우 조화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분리해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분리형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산업
통산자원부와 그 산하 기관인 특허청이 산업재산권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인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을 관할한다. 또한 양자 간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정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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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 유형 별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산
업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은 OECD 37개 회원
구 중 산업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7
년(8년 간) 사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국가 간·
연도 별 차이가 존재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더미변수로써 통제하는 고정효
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형과 통합형 간 정책추진체계 유형 차이에 따라 문
화예술산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났다. 분산형
국가가 통합형 국가에 비해 생산액 비중을 기준으로 0.627%p, 부가가치액 비중을 기준으
로 0.2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분리형 중에서도 특히 조정형
유형이 나머지 유형 대비 0.59%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야 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리형 지식재산 체계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문성과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
회·기술·산업적 융합과 복합에 의해 복잡해지고 있는 지식재산쟁책 분야에 있어 산업재산
권과 저작권이 연계되는 지점이 나타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통합하기 보다는 중요한 협력의 지점을 발굴하고 상호 연계를 통
해 조정하는 정책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요약문
Abstract

A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Governance and Cultural Arts Promo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 key growth engine for the nation and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recognize human intellectual creation are especially
deep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cts as a framework for safeguarding the personal rights, property rights, and
industrial rights of the creators of culture and arts, providing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Having a system to properly
protect th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ver-changing policy and industrial
environment is an important premise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 creators,
realize the industrial interests of companies, and further stabilize the growth engine of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copyright policy promotion system to strengthen domestic cultural competence.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was
investigated and typ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an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was analyzed.
By distinguishing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integrated and separated types, and to
distinguish the separated types into three types: harmonious, coordinated, and
decentralized. Integrated and separated types sha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pla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promotion of
tasks, and the integration/separation of management of intensive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separation type is divided into decentralized if each administration
is in charge of policies in each field, coordinated if the advisory body has general
control over coordination through each policy, and harmonized if the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coordination. Currently, Korea maintains a
governance structure that manages copyright and industrial property separately, so it is
a separate type. Specificall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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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d agency, the Patent Office, control industrial property rights, whil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its affiliated agency, the Copyright
Commission, control copyright. In addition, matters requiring bilater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re required through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so
it can be seen as a coordinated type.
This study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to understand the impact through the
differ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governa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21 countries with industrial
statistics out of 37 OECD member countries, and used data from 2010 to 2017 (8
years). The analysis method used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applied a fixed effect
model that controls these differences as dummy variables becaus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and year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output and value added in the culture and arts indust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policy
promotion system between decentralized and integrated types. Decentralized countries
are 0.627%p higher based on production and 0.219%p higher based on value added
than integrated countries. The impact on employment was analyzed to be 0.59%p
higher among separable types, especially adjustable types than the res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separat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hich
can secure expertise by field, is performing well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governance framework that can maintain
and enhance expertise and competence. However, it is true that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s are link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field, which is
complicated by social,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vergence and complexity,
causing inconvenienc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function of policies to find
important points of cooperation and coordinate through mutual links rather than
through the integration of ministries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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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식재산권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국제통상의 중요한 쟁점
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요구
됨
○ 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예술산업 발달과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와의 관계성을 분석해 국내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한 저작권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2.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
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
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임
○ 지식재산권 정책은 각 나라의 고유한 계보와 연혁이 존재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
인 연결과 상호 영향의 관계를 맺어오는 과정으로 발전되었음
한국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조율과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산업
통상자원부와 그 산하 기관인 특허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

저작인격권

첨단산업재산권

디자인

저작재산권

산업저작권

상표

저작인접권

정보재산권

출처 : 김종균 (2014).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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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특성
○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저
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
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함
작가, 화가, 영화연출가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은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음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
의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저작권
법, 제10조)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권리임
무방식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
재산권과 구분됨
인격권은 작가의 몸에서 떼어 낼 수 없는 권리, 즉 일신 전속적 권리에 해당하
여 누군가에게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며, 재산권은 양
도가 가능한 권리로, 흔히 말하는 저작권침해란 바로 이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
■ 저작권의 구분
구분

내용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일신전속권)

저작재산권

- 저작물에 기인하는 재산적 권리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

특징
타인에게 양도 불가

각 권리별로 양도 가능

출처 : 이성민․이윤경 (2016).

○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은 주로 저작재산권에 해당되며 타인에게 양도 가능
한 재산권으로서의 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과 같은 복합적인 거래
시장 및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재산권과 인격권을 구분하는 이원적 접근이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
는 것은 아님
□ 산업재산권의 특징
○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 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술적 사상의 공개의 대가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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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서,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 객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
로 분류됨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발명에 부
여되는 권리”로 특허제도에 의해 기술적 사상인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무형
의 권리로 권리의 발생은 설정 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짐
상표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표법의 기본 취지는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데에 있음
실용신안: “실용적인 고안의 보호와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임
디자인: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디자인’에 대해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특허) 특허발명의 적극적 실시권, 즉 ‘전용권’으로 보는 유럽법계의 전통과 타
인에 의한 특허 발명의 실시를 배제하는 ‘배타권’으로 보는 영미법계의 전통에
따라 세부적인 권리의 속성과 침해의 법리적 규정에 차이가 존재함
(저작권)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보
고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
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을 ‘복제를 보호하는 권리(copyright)’로
보고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차이가 존재함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방식의 차이
(권리의 발생)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통해 창작 직후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방
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산업재산권은 ‘출원’과 ‘심사’를 통한 독점 배타권을 부
여하는 ‘심사주의’와 ‘방식주의’를 취함
(보호의 대상)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사상과 감정이 아닌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면,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과 창작인 발명(고
안)을 동시에 보호의 대상으로 삼음
(권리의 성격) 저작권은 우연에 의한 유사성을 인정하게 되는 반면 산업재산권
은 1발명 1권리원칙이 고수됨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나, 산업재산권은
비교적 짧음(특허 20년,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15년, 상표는 10년이나 갱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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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구적 독점 가능)
(권리의 유지) 특별한 의무가 없는 저작권에 비해 산업재산권은 일정한 연차유
리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함

3.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구분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유형
○ 국가별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유형화는 크게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누고, 분리형은 다시 조화형, 조정형, 분
산형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함
통합형과 분리형은 ① 저작권과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수립 주체의
통합-분리 여부 ② 저작권의 ‘등록’ 업무 수행의 통합-분리 여부 ③ 저작권 집
중관리단체 관리의 통합-분리 여부의 기준에 의해 구분함
○ 문화 정책의 측면에서 창작의 활성화와 향유의 확산이란 이중의 목표가 존재하
며 인격권적 속성이 존재하는 저작권의 특성과 배타적 독점권이 중심이 되는 산
업재산권의 특성의 차이가 정책 추진체계의 분리로 이어짐(분리형)
분리형은 ① 행정계획의 수립 주체 ② 지식재산 행정 관련 조정 기구의 역할
수준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함
· 자문조정기구가 전체적인 조정의 총괄권을 갖는 경우가 조정형, 주도적인 부처
가 존재하되 흩어져 있는 정책의 조정을 행정부 차원에서 담당하는 경우 조화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무형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에 주목한 다수의 국가에서 개별 부처와 조직
을 조율하는 조정기구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조정형, 조화형)
한국의 경우는 분리형 정책 추진체계를 유지해왔고,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으로 자문조정기구의 성
격이 더해진 ‘조정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유형을 조금 더 단순화하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중
심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을 단일 부처가 통합, 집중관리 하는 유형인 ‘통합형’과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개별 부처가 분리해서 담당하는 유형인 ‘분리형’으로 나
누어 살펴볼 수도 있음
이때의 구분 기준은 ① 저작권 ‘등록’ 업무의 담당 부처의 분리 여부 ②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업무의 분리 여부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음
통합-분리형 구분의 한계: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합-분
리의 관점 뿐 아니라 저작권 분야에 대한 문화정책적 차원의 전문화된 관리가
개입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음(한국, 프랑스)
저작권이란 권리의 특수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형태로 관리를 하는 나라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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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간 영역의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나라의 차이도 존재함(독일, 미국)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별 특징 및 국가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
분산형
(pluralist system)
분리형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그리
개별 지식재산을 각 부처에 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체코공화국,
서 산발적 관리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멕시코, 호주, 오
스트리아, 스웨덴

조정형(coordination
분산형 + 자문 조정기구
system)
조화형(concerted
action system)

통합형

특징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한국

지식재산행정전담조직
+ 조정기구

집중형
지식재산 관련 행정 전반을
(centralist system)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대만, EC

출처 : 김준기·김난영(2010)을 연구자가 재구성

□ 정책 추진체계 현황
○ 관련 법제
저작권
·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산업재산권
· 특허법 (특허청 심사제도과, 특허심사기획과)
· 상표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실용신안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기타 진흥 법제
· 발명진흥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정책 조정 법제
· 지식재산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 정부 조직 현황
조정기구
· 정책 총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저작권
· 정책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저작권국)
· 사업수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심의, 분쟁조정, 권리자 권익 증진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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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정책 총괄: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식재산 관련 조사 연구 등)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사업 추진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조사, 분쟁예방 등)
한국특허전략개발원(특허 조사 분석 지원 등)
□ 국내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전개와 특성
○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역사적 전개
(통합형 운영: 정부 수립 이전) 1908년 8월 통감부 특허국에서 한국 특허령, 한
국의장령, 한국상표령, 한국저작권령을 공포 →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에 1946
년 1월 미군정법령 제44호을 근거로 특허원을 설치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
(분리형 운영: 정부 수립 이후~현재)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으로 상공부 특
허국이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을, 신설된 공보처가 저작권 업무를
담당 → 1955년 문교부 이관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행정의 틀 안에서 관리
(1957년 저작권법 제정, 1961년 산업재산권 4법 분리) → 특허국은 1977년 특
허청으로 승격, 발족하여 현재에 이름 →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
권법과 통합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
○ 한국은 개별 지식재산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면서는 ‘분리형’ 지식재
산정책 추진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담당하는 ‘조
정형’ 방식을 취함
■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관련 영역별·기능별 현황
산업재산권적 지식재산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총괄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보호

교육과학
기술부 집중
부처별
분산

신지식재산
부처별
분산

부처별
분산

특허청 등
+ 사법기구

부처별
분산

4. 해외 주요국의 통합형 관리 운영 사례
□ 영국 : 통합기구 중심의 집중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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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분산

지식경제부
집중

출처 : 김준기·김난영 (2010)에서 재구성

저작권적 지식재산
문화체육관광부
집중
문화체육관
광부 집중

문화체육관광부
집중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사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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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대표적인 ‘통합형’ 지식재산 추진체계를 가진 국가로, 지식재산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2007년 특허청(UK Patent Office)를 지식재산청(UKIPO)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식재산권 위
반 행위에 대한 인식 확대와 단속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핵심적인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을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집중형(centralist system)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
○ 영국 지식재산청은 영국의 행정부처인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산하의 집행기관임
영국 국내법으로서 특허법(1977),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 적용의 법률(1988),
상표법(1994)과 연관된 법률을 기반으로 함
IP 정책 수립, 기업과 소비자에게 지식 재산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IP 집
행의 지원, 영국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권한 부여가 주요 역할임
○ 영국은 저작권 정책 기능을 지식재산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특징으
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의 산업재산권 분야의 정책과 심사 등을 다루는 부서와 저작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존재하고, 국제 정책과 IP 혁신 분야의 부서가 구분되어 있음
□ 독일 : 통합관리와 민간 협력 중심의 저작권 정책 체계
○ 독일은 저작권 관련 집행의 중요한 두 부분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와
‘무명 및 이명저작물 등록’을 특허상표청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의 ‘통합’ 관리 정책 추진체계로 분류할 수 있음
독일은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 Mark Office)에서 ‘무명 및 이명저작물
등록부’를 운영해서, 무명 혹은 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을 밝히는 경우에
저작권 등록을 진행함
특허상표청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에 대한 관리를 CMO법(CMO Act)
에 근거해서 법무부와의 협의에 기초하여 집행함.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들에 대
해 직권으로 개입할 권한이 있으며, 사용자 및 권리 보유자의 의견과 제안도 감
독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5. 해외 주요국의 분리형 관리 운영 사례
□ 미국: 분리 관리 및 민간 협력 중심의 저작권 정책 체계
○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이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은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분리형 관리체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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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집행조정관는 지식재산자문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식재산자문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IP 정책을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PRO-IP 법안에 기초하여 지식재산 보호·집행 전략을 수
립·조정하고(’08~),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지침을 수립한 뒤, 관
련 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각 행정부처로 전파함
○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하위기관으로는 미국특허청과 저작권청을 들 수 있음
미국특허청(USPTO)은 국내･외 지식재산정책 수립 및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저
작권과 관련하여 의회의 저작권청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의회 도서관의 하부조직으로, 저작권법 집
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저작권 등록에 한정된 업무를 담당함
○ 저작권에 대한 집행 기능이 저작권청에 부재하며, 실질적인 저작권 관련 집행 기
능은 특허청(USPTO)이 일부 수행하고 있음
특허청 내부의 조직인 OPIA(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OPIA)
의 저작권 팀은 행정부와 다른 연방 정부 부서 및 기관에 국내외 저작권 법률
및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함
□ 프랑스: 분리 관리 및 저작권 분야 전문 행정 기구
○ (저작권) 문화통신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업무는 하위 행정기
구를 통해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리형’ 정책 추진체계임
영상저작물과 관련해서 기존에 HADOPI(저작권보호원)와 CSA(시청각저작물심
의회)를 분리해서 운영해 왔으나 이 두 기관을 통합하여 ARCOM이라는 새로
운 기구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ARCOM은 2021년 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특히 영상 분야의 저작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 예정임
○ (산업재산권)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은 산업 재산권 소유권의 기록 및 전달을 담당
하는 공공 기관으로 혁신의 보호 및 가치 평가를 촉진하여 기업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일본: 분리 관리 및 총괄 조정 부서의 역할
○ 총리 직속 지식재산전략본부를 통해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하는 국가로,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청･문화청 등에서 각 분야를 담당하며,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임
○ 기존의 분리형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식재산전략본부를 통한 총괄적 방향성의 설
정을 통한 조정 역할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
내각총리대신이 주도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총괄 조정 하에, 각각의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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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집행은 각각 문화청(저작권)와 특허청(산업재산권)이 담당하는 방식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일본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제24조의 규정에 근
거해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2003년 3월 내각에 설치된 기관으로, 지식재산 추진 계획 개발 및 추
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6. 해외 주요국의 정책 추진체계 사례 분석의 시사점
□ 지식재산 개념의 영향
○ 각 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추진체계의 차이는 관련 법제의 연혁적 맥락
과 법철학의 적용 방식, 관련 부처의 담당 기능의 경로의존성이 결합되어 나타남
다만, 2000년대 이후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재산의 국가발전에서의 중요
성이 공유되면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재산권’ 관점의 총괄적 관리의 방향성
이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저작권정책에 대한 민간과 국가의 주도성
○ (민간 주도형) 독일과 미국의 사례
독일과 미국은 정책 추진체계의 구분이란 측면에선 각각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과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유사한 수준의 접근을 취하고 있음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율과 저작권 ‘등록’의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고,
개별적인 침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
서 유사함
○ (국가 개입형) 프랑스, 영국, 일본의 사례
저작권을 적극적인 지식재산정책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
이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 체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전문 전담 조직을 두는 프랑스와 다른 국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
□ 저작권 정책의 전문성: 전문 기관의 운영(프랑스)
○ 분리형 정책 체계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HADOPI)를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성을 가짐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보호 전문
기관 HADOPI를 영상미디어 관련 상위 규율기관인 CSA와 합병함(2021)
저작권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집행 권한의 측면에서 미디어 관련 규율 기구의 강
제력을 결합시키는 것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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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
○ 지식재산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통합 조직-분리
조직의 차이가 아닐 수 있음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의 강화와 자유무역에 의한 제도의 동조화 현
상이 있음에도, 다수의 나라들은 자국의 정책적-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나름
의 고유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음
○ 중요한 건 조직의 통합-분리가 아닌, 총괄적 전략 수립 및 조정의 효과성과, 분
야별 지식재산정책의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음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인격권과 결합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며, 보호
와 활용의 균형이 중요한 성격 때문에 민간과 국가정책의 조율 역시 산업재산
권 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임
○ 한국은 지식재산정책의 측면에서, 해외 사례의 검토 대상이 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훨씬 강력한 국가 주도의 정책 집행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저작권 분야에 별도의 2개의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련된
높은 정책적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물적 토대라고도 볼 수 있음
단순한 통합-분리의 관점을 넘어서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각각의 고유의 특성
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문성을 갖춘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7. 지식재산 추진체계와 문화예술산업 성과와의 관계 분석
□ 분석 목적과 방법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이 문화예술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표적인 패널 회귀분석 추정 모형에는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이 있음.
임의효과 모형은 오차항과 국가간의 상관이 없을 경우 적용하는 방법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차항과 국가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 수행

             ∼    
단,  : 문화예술산업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 정책추진체계 유형(더미변수)
 : 국가,  : 연도,  : 상수항,  : 정책추진체계에 따른 문화산업 성과 영향 계수
 : 국가별 특성,  : 연도별 특성, : 확률적 오차항
□ 자료 및 변수
○ OECD 37개 회원국 중 OECD 산업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존재하는 21개 국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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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분석 수행
2010~2017년의 8년간 자료 활용
분석대상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
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
○ 종속변수
OECD 산업 통계인 STAN Industrial Analysis의 문화‧예술‧콘텐츠산업에 해당
하는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libraries, archieves, museums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gambling and betting activities 부문의 자료를
활용
다만, 해당 자료의 경우 콘텐츠 분야를 포함한 자료로, 콘텐츠 분야를 제외한
순수 문화예술분야를 추가로 고려하기 위해 UNESCO 데이터베이스의 cultural
employment 자료 중 percentage of persons in cultural employment 자료를
활용
변수로는 명목 총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자료를 활용해 분석 수행
국가별로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국가의 경
제 규모 크기가 통제되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따라서 명목
총생산액과 부가가치 금액을 각 국가별 명목 GDP(미 달러 기준)로 나눈 자료
를 활용함. 이 경우 각 국가의 GDP에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생산액과 부가가
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석 가능
UNESCO 자료는 동일한 이유로 문화예술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활용
○ 설명변수
지식재산정책 유형을 설명변수로 설정. 4가지 유형 중에서 분리형에 해당하는
분산형, 조정형, 조화형 구분 시 공선성 문제로 추정이 불가능. 따라서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
■ 지식재산정책 유형별 국가
유형

분리형

통합형

OECD 자료(21개국)

UNESCO 자료(15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
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
랑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포
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
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
영국, 벨기에, 독일, 헝가리

벨기에, 독일,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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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
○ 분산형/통합형 유형에 따라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생산액 비중의 경우 분산형 국가가 통합형 국가 대비 0.627%p 높은 것으로 추
정됨. 부가가치액 비중의 경우 분산형 국가가 통합형 국가 대비 0.219%p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지식재산정책 유형이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

추진체계유형 더미(통합형/분리형)

생산액
/GDP

연도더미

8.33

2011

0.02

0.71

2012

-0.03

-1.15

2013

-0.06

-1.75

2014

-0.04

-1.30

2015

-0.17***

-5.28

2016

***

-6.24

***

-5.27

***

0.219

8.33

2011

0.02

0.91

2012

-0.03

-1.41

2013

-0.04

-1.82

2014

-0.03

-1.70

2015

-0.10***

-5.26

2016

***

-7.33

***

-7.11

추진체계유형 더미(통합형/분리형)

연도더미

t통계량

0.627

2017

부가가치액
/GDP

***

2017

-0.20
-0.17

-0.14
-0.13

Within R2

0.5624

0.5476

주1) ***: 1%에서 유의함, **: 5%에서 유의함, *:10%에서 유의함
주2) t통계량은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R2(결정계수)는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척
도임

○ 문화예술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조정형/나머지 유형에 대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냄
지식재산정책 유형이 문화예술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조정형 유형의 경우 나머지 유형 대비 문
화 분야 고용 비중이 0.59%p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결정계수는 0.9961로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통계량도 1% 유
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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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정책 유형이 문화예술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

t통계량

0.590***

4.26

2014

-0.030

-0.15

2015

0.046

0.23

벨기에

0.070

0.51

추진체계 유형더미
(조정형/나머지유형)
연도더미

문화분야 고용/
전체 고용
국가더미

체코

0.280**

2.02

덴마크

-0.537***

-3.13

핀란드

3.445***

24.90

프랑스

-0.620***

-4.48

독일

2.117***

12.34

헝가리

-0.225*

-1.63

이태리

0.385***

2.78

한국

2.505***

18.11

멕시코

4.935***

35.67

포루투갈

1.050***

7.59

슬로바키아

-0.340**

-2.46

스페인

-0.425***

-3.07

R2

0.9971

주1) ***: 1%에서 유의함, **: 5%에서 유의함, *:10%에서 유의함
주2) t통계량은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R2(결정계수)는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척도임

○ 지식재산정책유형에 따라 문화예술산업 성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예상됨
지식재산정책유형에 따른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매출 성과차이는 지식재산정책
을 분리형으로 관리하는 국가가 통합형으로 관리하는 국가 대비 해당 국가의
전체 산업에서 문화예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0.627%p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가가치 또한 분리형 국가가 통합형 국가 대비 평균적으로 전체
GDP에서 문화예술산업 부가가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219%p 높다는 것
을 의미. 이는 지식재산정책을 분리형으로 관리하면, 문화예술산업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
지식재산정책유형에 따른 문화예술산업 고용 성과차이는 저작권 분야와 산업재
산권 분야의 관리를 구분하고, 조정기구를 두는 방식이 각각 문화예술분야와 과
학기술분야의 근원적 발전을 견인해 문화예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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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제언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적절성 검토
○ 본 연구는 분석 결과 분리형 지식재산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통합형 국가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확인
특히 저작권 분야의 특성이 강조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어도 분리형 추친체계의 우위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
여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한국의 문화부문의 역량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는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 지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분리와 통합이란 관점을 넘어서서, 정책의
전문성이란 관점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
심을 정책적으로 기울이는 나라가 문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저작권 관련 정책
을 강화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버넌스 운영 개선방향 제언
○ 지식재산 자체가 중요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이 연계되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콘텐츠 지식재산’의 활용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콘텐츠 지식재산은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권리의 법
적 기반으로 삼고 있음
전통적으로 작가의 작품으로 여겨졌던 ‘저작물’이 ‘상표’와 결합하면서 이종간의
산업 연계가 나타나는 현상이 콘텐츠 산업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
한 콘텐츠 IP 산업의 관점에서는 분명 상표권과 저작권의 관리가 분리되어 있
는 상황에 일부 불편이 존재함
○ 이는 부처의 ‘통합’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 중요한 건 협력의 지
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조정’의 정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현재의 자문위원회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실질적인 실행 기능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담당
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 문제로 제기되는 ‘활용’ 부문에 대한 정책 기능이 빠져
있는 상황임
향후 국가 전체적으로, ‘조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역량의 투
입을 위한 고민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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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2020 GIPC International IP Index)에서 한국의 저작권
분야 순위는 53개국 중 7위로, 종합 순위(13위)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 위의
수치를 볼 때 현재까지 한국의 지식재산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에서 국내 저작
권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
운 환경에 직면하여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체의 거버넌스 체계
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 문화부는 그간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HADOPI(저작권보호원)와 CSA(시청각
저작물심의회)를 분리해서 각각 운영하다가 2021년 1월 이 두 기관을 통합한 ARCOM
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 비즈
니스에서의 영상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른 프랑스 정부의 대응인 것이
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프랑스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 상에서 저작
권 정책 추진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방향 설정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
다.
위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K-culture를 기반으로 한 문화 소프
트파워 강국으로 평가되며, 저작권은 문화예술산업의 창의성의 원천 요소에 해당한다. 따
라서 K-Culture의 경쟁력 제고 및 콘텐츠 창작물의 독창성,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저작
권 정책 방향에 대한 모색이 긴요한 과제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의 공통점과 함께 산업적 특성에서의 차이점이 있어, 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와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에서 장단점이 존재한다. 국내 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과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1) GIPC. “Art of the Possible: U.S. Chamber Inernational IP Index”. 8th Edito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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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지식재산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예술산업 발달과 지식재산 거버
넌스 체계와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국내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한 저작권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한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K-culture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에 걸맞은 국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거버
넌스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국내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정책 추진체계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의 지식재산정
책 추진체계에 비춰 우리 체계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국가마다 제
각각의 나름의 지식재산권정책 추진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것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차이점뿐 만 아니라 해당 국가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이한 설정 등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표 1-1 연구체계도
구분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과 추진체계 구분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정의, 특성 및 차이점 분석
분석
-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정책 추진체계 분석

해외 지식재산 추진체계 현황
분석

문헌연구, 사례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 분리형 관리체계 사례 분석(미국, 프랑스, 일본)

문헌연구, 사례연구

- 국가별 지식재산 거버넌스 특성과 시사점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지식재산 추진체계와 문화예 - 실증 선행 연구 검토와 분석 방향 설정
술산업 발전과의 관계 분석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과 문화역량과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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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 통합형 관리체계 사례 분석(영국, 독일)

- 국내외 문화예술산업 발전 현황 분석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제언

분석방법

문헌연구, 기초통계분석
문헌분석
패널회귀분석

- 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회의

-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적절성 검토

자문회의

- 거버넌스 운영 개선방향 제언

자문회의

● 제1장 서론

저작권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구체적 사례
를 살펴본다.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통합형
/분리형 거버넌스 체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국내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형 거버넌스와 분리형 거버넌스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위의 통합형과 분리형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과 문화예술산업 발전
정도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별로 국가
간 문화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위의 계량분석에 더하여 문
화예술산업 발달을 위한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위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적정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분석 관련 문헌연구, 국내외
지식재산정책 관련 정부조직 사례분석, 지식재산 추진체계 유형별 문화예술산업 성과간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
해 위의 각 연구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시사점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제 3절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기존 지식재산 정부조직 및 정책 추진체계 관련 연구들은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함
에 있어 저작권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 전체를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K-culture 등 해외로
부터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역량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분의 기준
을 제시하면서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문화역량과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관련성을 정량적 자료를 통해 고찰
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저작권정책에 적합한 정책 추진체계를 도출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라는 정책목표
와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문화발전 가속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버
넌스 구축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내용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3

● 제2장 국내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분석

제2장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분석

제1절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과 추진체계 구분
1.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
(1) 정책의 대상으로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
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
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라
고 할 수 있다.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2020)는 “예술 작품에서 발명품, 컴퓨터 프
로그램, 상표 및 기타 상업적 표시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마음(mind)이 창조해낸 모든
것”으로서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IP의 창작자 또는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이 사용되
는 방식을 통제함으로써 작업 또는 창작물에 대한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
리”라고 정의하고 있다.3)
지식재산권은 기존에 사용되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right of intangible property
)4),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의 용어의 혼란을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된 용어다.5) 재산권의 관점에서 지식
재산권은 개인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자,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받는 권리
라고 할 수 있다.6)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각각에 대해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외에 경제적 가치
를 지니는 지적창작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 중 어
느 하나로 쉽게 판별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지식재산을 총칭하여 신지식재산
권7)이라 부른다.8)
2)
3)
4)
5)

지식재산기본법(2018.6.20. 시행) 제3조(정의) 제1항, 제3항.
WIPO, “What is intellectual property?”, 2020.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대상에 대한 재산권이란 의미이다.
박준석.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 실증적
비판,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09-160쪽.
6) 김종균. “디자인전쟁”, 홍시커뮤니케이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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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

저작인격권

첨단산업재산권

디자인

저작재산권

산업저작권

상표

저작인접권

정보재산권

출처 : 김종균 (2014). 65쪽

지식재산권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제 통상의 중요한 쟁
점이 되는 분야란 점에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몰리고 부(富)가 창출될 것(UBS, 다보스포럼, ‘16)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
식재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무역분쟁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상공
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20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53개국 중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9) 권리별로 구분해서 본다면 특허권은 3
위, 저작권은 7위, 상표권 3위, 디자인권 9위, 영업비밀 및 기밀 정보의 보호가 15위, 지
식재산 자산의 상업화가 31위, 집행 능력 10위, 제도의 효율성 5위, 국제 조약 가입 및
비준 20위로 나타났다.10) 이는 한국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제도의 효율성 등에서
는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의 약점이 일부 남아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11)

7) 대표적인 신지식재산권으로 논의되는 범주들로서는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발명, 식물 신품
종,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등이 주로 언급된다(이범호, 2005).
8)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0.
9) 해당 조사에서 일본은 종합순위 6위, 중국은 28위를 기록했다(GIPC, 2020).
10) GIPC. “Art of the Possible: U.S. Chamber Inernational IP Index”. 8th Editoin, 2020.
11)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약점으로 민사 구제 적용에 남아있는 장애물, 특허법 조약 및 사이버 범죄에 관한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 점, 해외 IP 소유자를 차별하는 시장 접근 장벽, 번거로운 라이선스 등록 요구 사항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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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별 비교

국가 그룹별 비교

그림 2-1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결과 비교
출처 : GIPC(2020), 219쪽

지식재산권 정책의 발전은 각 나라의 고유한 계보와 연혁이 존재함과 동시에, 전 세계
적인 연결과 상호 영향의 관계를 맺어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 지
식재산권 정책, 즉 거버넌스와 법, 제도의 구성과 운영의 방식은 각 나라별로 고유한 특
성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유
지하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조율과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발전의 경로를
취해온 것과 관련되어 있다.
(2)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
지식재산권의 유형의 구분은 권리의 발생과 관리 체계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저작권
과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신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미래의 확장성을 고려한 권리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인 지식재산에 해당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각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권
큰 분류의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
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정의된다.12) 이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세
분화된다. 먼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이며,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
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작가, 화가, 영화
연출가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인접권의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식” <https://www.findcopyright.or.kr/main/main.do?method=worksInfo0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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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의 권리
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저작권법, 제10조) 무방식주의
를 취하는 권리다. 무방식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등록 출원을 해야 권리가 발생
하는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13)
저작인격권은 작가의 몸에서 떼어 낼 수 없는 권리, 즉 일신 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누군가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며, 작가의 사망시까지
함께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로, 흔히 말하는 저작권
침해란 바로 이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표 2-2 저작권의 구분
구분

내용

특징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일신전속권)

타인에게 양도 불가

저작재산권

저작물에 기인하는 재산적 권리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

각 권리별로 양도 가능

출처 : 이성민․이윤경 (2016).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체계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기준
과 보호를 규정하게끔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과거 지식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었고,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면서 비로소
해외저작물도 보호되기 시작했다. 1995년 WTO Trips 협정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하
여 해외 저작물도 소급하여 폭넓게 보호하기 시작했고 1996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대가 없이 사용하던 해외 저작물이나 음반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저작자 사후 보호
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기에 이
르렀다.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양도 가능
한 재산권으로서의 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과 같은 복합적인 거래 시장 및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산권과 인격권을 구분하는 이
원적 접근이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1
2.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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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 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술적 사상의 공개의 대가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
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은 그 보
호 객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분류된다.14)
① 특허권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발명에 부여되
는 권리”를 의미한다(｢특허법｣ 제2조). 특허권이란 특허제도에 의해 기술적 사상인 발명
에 대하여 주어지는 무형의 권리이다. 권리의 발생은 설정 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특허권의 속성으로 독점권과 배타권을 들 수 있다. 즉,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
를 독점하며 또한 타인이 이를 실시할 때에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인 구제방법으로 그 실
시를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15)
② 상표권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
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
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의 기본
취지는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데에 있는데,
어떤 특정한 콘텐츠 요소가 영업의 표식으로 사용되고,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경우 상
표법을 통하여 보호가 가능하다.16)
③ 실용신안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인 고안의 보호와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함에 따라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다(｢실용신
안법｣ 제4조). 실용신안권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실용적인 ‘고안’으로(실용신안
법, 2019.7.9. 시행, 1조),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실시권에는
14) 박자철·전형종. “발명학개론”, 특허청, 2006.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027
5>.
1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특허강좌-특허제도” <https://www.itfind.or.kr/trend/patent/lecture/content_0
8.do>.
16) 이성민·이윤경.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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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으로 구분된다.
④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디자인’에 대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서,
디자인권의 권리자는 이에 대한 실시권을 갖는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기존에 ‘의장
권’이라 불리우던 권리로,「의장법」이「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17)
(3) 지식재산의 특성과 접근 방식18)
1) 지식재산의 특성
지식재산은 민법의 보호대상인 유형의 재산과는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으며,
이는 무형자산으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근거가 된다.
① 정보재
지식재산은 일종의 정보재이자 공공재로서 본질적으로 비경합적(nonrival)이며 비배타
적(nonexclusive)인 특성이 있다. 타인의 사용을 물리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통제장치가 없이는 희소성이 있는 경제재로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어렵다.
② 복제의 용이성
지식재산은 침해의 발견이 어렵고, 후발업자가 모방과 복제를 하는 데에 비용과 노력
이 거의 들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 이용에 대한 유인이 높으며, 모방 금지 수단이 보장되
지 않는 상태에서 창작의 유인이 어렵다.
③ 가치의 상대성
지식재산은 이용자의 주관적 효용가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효용가치 판단
을 위한 정보 접근이 불가역적이란 점에서 사전 효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침해 판단의 어려움
지식재산은 보호객체의 특정이 어려워 침해 판단이 어렵고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특별 보호의 규정들이 필요하다.
17) 국가기록원, “지적창조물에 대한 법률적 권리:지적재산권”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
OfRecord/intellectualPropertyRights.do>.
18) 본 내용은 다음 보고서의 내용을 주로 참고했다. 김원오·홍승기·이수미·류지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
호 및 운영체제상의 주요제도 비교: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
부, 2012. 8-20쪽.

10

● 제2장 국내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분석

2)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
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관련 법제는 맥락과 법계에 따라 접근 방식의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 특허는 본질적으로 희소성이 없는 정보에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유
재와 같은 성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보장의 수단으로 생성된 법제로 볼 수 있으며, 일
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심사를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만 특허
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적극적 실시권, 즉 ‘전용권’으로 보는 유럽법계의 전통
과, 타인에 의한 특허 발명의 실시를 배제하는 ‘배타권’으로 보는 영미법계의 전통에 따
라 세부적인 권리의 속성과 침해의 법리적 규정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19)
저작권은 법계에 따라 보호체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갖는다. 대륙법계의 국
가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보고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 뿐 아
니라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
을 ‘복제를 보호하는 권리(copyright)’로 보고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의 확보에 중점을 둔
다. 이러한 차이는 대륙법계에서 저작자를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창작
행위와 이용 행위를 구분하여 ‘저작인접권’ 개념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영미법계에서 법
인을 이익의 귀속 주체로 인정하며,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차이로 이어진다.
②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방식의 차이
전통적으로 문예적 작품에 대한 보호인 저작권과 실용적 기술에 대한 보호인 산업재산
권의 접근은 서로 다른 전통을 따라 이분법적으로 발전해왔다.
먼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통해 창작 직후부터 권리가 발
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산업재산권은 ‘출원’과 ‘심사’를 통한 독점배타권의 부
여하는 ‘심사주의’와 ‘방식주의’를 취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2분법에 따라 사
상과 감정이 아닌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면,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과 창작
인 발명(고안)을 동시에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다.

19) 이성용,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특허뉴스,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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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목적

보호대상

권리 내용

권리 발생

등록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발명의 보호 및
이용 도모 →
산업발전

소발명의 보호 및
이용 도모 →
산업발전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및 경쟁질서의
투명성 보장 →
산업 발전 및
수요자 이익 보호

디자인의 창작 장려
→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저작자의 권리보호
→ 문화 및
관련산업의 창달
기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소발명)

상품의 식별표지

공업신제품의 창작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적 창작물
아이디어의 표현

실시권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실시권
물품의 협상
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사용권
기호문자
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

실시권
물품의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록 (실체심사)

등록 (실체심사)
일부 무심사 등록
(기초 요건 및
방식심사)

창작 (무심사)

특허와 동일
단, 진보성
요건완화 해석

실체심사 후 등록
자타상품 식별력
권리발생요건

실체심사후 등록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 일부 기초적
요건 및 방식심사후

무심사주의
등록은 제3자 대항
요건

헤이그협정
뉴헤이그협정
로카르노 협정

베른조약
세계저작권조약(U
CC)
제네바 음반 조약
로마조약
WCT, WPPT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생존기간+사망후
70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 전속

등록 (실체심사)

실체심사 후 등록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권리발생 요건

국제조약
(공통: 파
리협약)
(WTO/
TRIPS)

특허협력조약
부다페스트조약
(미생물 기탁)
스트라스부르그
협정(IPC분류)

특허협력조약
스트라스부르그
협정(IPC분류)

파리조약
상표법조약
마드리드의정서
비엔나협정
니스협정

존속기간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 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출처 : 김원오 외 (2012).

권리의 성격에 있어서도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와 무심사주의로 인한 권리남용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방 금지권을 취하게 되므로 우연에 의한 유사성을 인정하게 된다. 반
면 산업재산권은 심사를 거쳐 인정되므로 차단효과가 있는 독점배타권으로 인식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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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1발명 1권리원칙이 고수된다.
보호 기간에 있어서도 저작권은 진부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
로 장기간에 해당하나, 산업재산권은 비교적 짧다(특허 20년,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15년, 상표는 10년이나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권리의 유지에 있어서도 특
별한 의무가 없는 저작권에 비해 산업재산권은 매년 일정한 유지 비용(연차료)을 납부하
는 연차등록 방식을 취한다.20)

2.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1)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역사성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서로 다른 역사성을 갖는 지식재산이다. 저작권은 15세기 출판
인쇄술의 발명 이후 점차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1710년 앤 여왕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을 영국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14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21) 이후 1886년 베른 협약을 시작으로 유럽 중심의 다자 협약으로 출발하여 세계적
인 저작권 보호의 질서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산업재산권의 역사는 산업의 발전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모
직물공업이 발전했던 베니스에서 제정되었고,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로 알려진 영국의 전
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의 탄생의 근간이
되었다.22) 이후 산업재산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등의 권리로 분화하며 발전
해왔다.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67년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
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을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으
로 설립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70년에 정식 발족되었고 1974년 유엔전문기구로 편입
되었다. 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의 지식재산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 소유권에 관한 회원국 간의 행정적 협조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1979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
조약’, 1987년 ‘제네바협약’, 1988년 ‘부다페스트조약’, 1996년 ‘베른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협약에 가입하였다.23)

20) 특허정 홈페이지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연차등록 참조. <https://www.kipo.go.kr/kpo/BoardApp/UReg
App?c=2002&catmenu=m13_02_02>.
21) Lessig, Lawrence. “Free Culture: How Big Media Uses Technology and the Law to Lock Down
Culture and Control Creativity”, Newyork: The Penguin Press, 2004. part 6. “Founders”
22) 특허청, “특허제도의 기원” <https://www.kipo.go.kr/mobile/BoardApp/MContentApp?code1=4&code2=
1&code3=0&code4=0&c=1002&seq=71> 참조.
23) 국가기록원, “세계지적재산기구”, <https://theme.archives.go.kr//next/unKorea/sub03_04_popup_10_10.d
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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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출발은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8년
8월 통감부 특허국에서 한국 특허령, 한국의장령, 한국상표령, 한국저작권령을 공포한 것
이 그 시작점이었다.24) 이는 1908년 5월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발명, 의장, 상표, 저작
권 보호에 관한 조약의 후속 조치였다.25)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에는 1946년 1월 미군
정법령 제44호을 근거로 특허원을 설치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
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했다.26)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관리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였다. 1948
년 정부조직법의 제정으로 상공부 특허국이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을, 신
설된 공보처가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27) 공보처가 출판 등 미디어 전담 부처로
서 신설되면서, 이와 관련성이 높은 저작권 분야의 행정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28) 다만
공보처가 1955년 국회와의 갈등으로 공보실로 격하되면서 저작권 업무는 당시 문교부로
이관되었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문화행정의 틀 안에서 관리되어 왔다.29) 법적으로는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1961년 산업재산권 4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법제도의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특허국은
1977년 특허청으로 승격,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이 저작권법과 통합되면서30)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유형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는 국가에 따라 해당 권리와 관련된 법제도 운영의 역사적 맥락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의 핵심에는 서로 다른 발전의 맥락을 가진 저작
권과 산업재산권의 관리를 분리하는 방식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김준기와 김난영(2010)은 국가별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개별 지식재산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분산형 체계와, 이러한
체계에 자문 조정기구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정형 체계, 그리고 지식재산행정전담
24) 통감부 특허국은 1908년 8월 12일 일본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韓國特許令)> 및 제202호 <통
감부특허국관제(統監府特許局官制)>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였다.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https://theme.archives.go.kr//next/place/obse
rvatory.do?flag=01> 참조.
25) 박기주, “상표·특허·저작권에 눈을 뜨다”, 조선일보. 2010.7.20.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특허(特許)”,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523> 참조.
27) 정일웅, “‘특허제도’ 1882년 지석영이 올린 상소에 첫 등장”, 아시아경제, 2017.5.30.
28) 공보처직제(1949.9.28. 시행) 제1조. “공보처는 법령의 공포, 언론, 정보, 선전, 영화, 통계, 인쇄, 출판, 저
작권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9) 문교부직제(1955.2.17. 시행) 제1조. “ 문교부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출판, 저작권, 영화검열 기
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0)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1985년 한미통상실무회의의 미국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 1986년 12월 제정된
것으로, 당시 과학기술처 산하의 별도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오다가 2009년 정부조
직 개편과 더불어 저작권으로 편입되었다. 임동식, “[100대 사건_01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제화<1986
년 12월>”, 전자신문. 2012.9.17. <https://www.etnews.com/2012091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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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조정기구를 별도로 두는 조화형 체계, 마지막으로 하나의 부
처에서 지식재산 관련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집중형 체계다(표 2-4 참조).
이때, 지식재산의 유형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외에도 품종보호권 등 분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재산을 하나의 부처가 관리하는 ‘통합형’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완벽하게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국가 주도의 심사와 출원 제도를 운영하는 산업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형성된 권리의 분쟁과 거래 등을 위한 제도
정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개입 자체가 미비하거나,
법원 등의 사법체계 중심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한
다면, 엄밀하게 말해 대부분의 나라가 ‘분산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 추진체계의 유형화를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1) 저작권과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수립을 어디에서 진행하는가? 2)
저작권의 ‘등록’ 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하는가? 3)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를 어디에
서 담당하는가? 이러한 조건에서 이를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는 경우는 집중형, 이를 다
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를 분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리형 안에서는 1) 행
정계획의 수립 여부와 2)지식재산 행정 관련 조정 기구의 역할에 따라 분산형, 조정형,
조화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정형과 조화형은 별도의 자문조정기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와 지식재산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갖는 조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문조정기구가 전체적인 조정의 총괄권을 갖는 경우가 조정형, 주도적인 부처
가 존재하되 흩어져 있는 정책의 조정을 행정부 차원에서 담당하는 경우 조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4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별 특징 및 국가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

분리형

통합형

특징

국가

분산형
(pluralist system)

개별 지식재산을
각 부처에서
산발적 관리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멕시코,
호주, 오스트리아, 스웨덴

조정형
(coordination
system)

분산형 + 자문 조정기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한국

조화형
(concerted action
system)

지식재산행정전담조직
+ 조정기구

미국, 프랑스, 중국

집중형
(centralist
system)

지식재산 관련 행정 전반을 영국, 독일31),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
룩셈부르크, 헝가리, 대만, EC

출처 : 김준기·김난영 (2010)을 연구자가 재구성

31) 독일의 경우 특허청에서 저작권 등록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의
측면에서 ‘통합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분류에선 분산형에 속해 있었지만, 이는 종자 등
전통적 지식재산 이외의 확장된 개념을 적용했을 때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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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나라별 차이는, 1차적으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서로 독자
적인 권리로 발전해왔던 역사적 맥락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 정책의 측면
에서 창작의 활성화와 향유의 확산이란 이중의 목표가 존재하며 인격권적 속성이 존재하
는 저작권의 특성과 배타적 독점권이 중심이 되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의 차이가 정책 추
진체계의 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무형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공통점에 주목한 국가에서는 단일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고, 다수의 국가에서 다수의 부처와 조직을 조율하는 조정기구를 도입하는 사례도 늘
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분리형 정책 추진체계를 유지해왔고, 2011년 지식재산기
본법의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으로 자문조정기구의 성격
이 더해진 ‘조정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협력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32) 그럼에도 지식재산권이란 공통점에도 불
구하고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속성과 정책 지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저작권이란 권리의 특수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형태로 관리를 하는 나라
와, 주로 민간 영역의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나라의 차이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유의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은 눈여겨볼 필
요가 있다.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유형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살펴본다면, 저작권과 산업재산
권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을 단일 부처가 통합, 집중관리 하는 유형인 ‘통합형’과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개별 부처가 분리해서 담당하는 유형인 ‘분리형’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분산형, 조정형, 조화형은 모두 분리형
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
합-분리의 관점 뿐 아니라 저작권 분야에 대한 문화정책적 차원의 전문화된 관리가 개
입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분리-통
합의 관점에선 각각 통합(독일)과 분리(미국)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기구가 사무적 기능을 담당하고, 실제 신탁단체 등의 민간
영역의 활동이 보다 중심이 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 한국의 경우는 문화
정책의 관점에서 저작권에 접근하고, 별도의 저작권 보호 기구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
는 등의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앞서 살펴
본 분리-통합의 구분과 분산-조정-조화의 기준을 1차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32) 류태규 외. “국가 지식재산[IP] 행정체계 개편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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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책 추진체계에 따른 계량 분석을 위해, 국가별 구분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적용하고자 했다. 이때의 적용 기준은 1) 저작권 ‘등록’ 업무의 담당 부처의 분리 여부,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업무의 분리 여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삼았다. 이들을
핵심 쟁점으로 삼은 이유는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의 개입 수준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는 점, 실질적인 사법적 쟁점들의 차원에선 타 부처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구
분의 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OECD 주요 국가33)의 지식재
산 체계를 통합-분리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1차적으로 WIPO에서 제
공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담당 기구들의 분리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앞서 제기한 저
작권 등록업무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별 현황을
검토한 결과다.
표 2-5 저작권 관리의 관점에서 본 국가별 분리-통합 관리 유형
분리/
통합

국가

지식재산 분야

기구

통합

Belgiu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Belgiu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ederal Public Service Economy, SMEs, Self-employed
and Energy(OPRI)

통합

Canada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Copyright Office

Unit Copyright and Publishing Law
Directorate IIIB
Directorate-General III: Commercial and Economic
Law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통합

Germany*

Industrial Property Office
통합

Hungary

통합

Luxembourg
United
Kingdom

통합

분리

Australia

분리

Austria

분리

Czech
Republic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DPMA)34)*
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nistry of the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ntent & Copyright Branch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IP Australia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ustrian Patent Office
Copyright Law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

33) 벨기에,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34) 독일의 경우 WIPO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표에서는 저작권 관련 사법 체계 등을 포함하여 이를 분리

17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분리/
통합

국가

지식재산 분야
Copyright Office

분리

Denmark
Industrial Property Office

분리

Finland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분리

France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분리

Italy
Industrial Property Office

분리

Mexico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분리

Netherlands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분리

New Zeal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분리

Norway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분리

Poland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분리

Portugal
Industrial Property Office

18

기구
Copyright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D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inistry of Industry, Business and Financial Affairs
Division for Copyright Policy and Audiovisual
Culture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H)
Office of Literacy and Artistic Property
Under-Directorate of Legal Affairs
Directorate of General Administration
Ministry of Culture and Francophone Affairs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Service II  copyright
General Direction for libraries and copyright Ministry
for cultural heritage and activities and tourism
Directorate General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Itali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Institute of Copyright (INDAUTOR)
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 Directorate of
Legislation and legal affairs
Bureau for Intellectual Property Sint Maarten
Bureau of Intellectual Property Aruba
Bureau of Intellectual Property Curaçao
Netherlands Patent Office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Team
Competition, Consumers and Communications
Branch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Office for Tokelau Affair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PONZ)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Section MA2Department of Media and ArtsMinistry
of Culture
Norwegi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NIPO)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Media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Poland
Bureau for Cultural Strategy,Planning and Assessment
(GEPAC)
Portuguese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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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통합

국가

지식재산 분야

분리

Republic of
Korea

Copyright Office

분리

Slovakia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Copyright Office

분리

Spain
Industrial Property Office

분리

United States
of America

Copyright Office
Industrial Property Office

기구
The Copyright Bureau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Media, Audiovisual and Copyright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Directorate General of Cultural Industries, Copyright
and Cooperation
Deputy Directorate General for Intellectual Property
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A.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tourism (OEPM)
Library of CongressCopyright Off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출처 : WIPO Direc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https://www.wipo.int/directory/en/urls.jsp)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2절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현황
1.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특징
(1) 법제
국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는 크게 개별 지식재산권리를 규정하는 법(저작권법, 특허
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지식재산 관련 실무를 위한 기관에 대한 법(저
작권법, 발명진흥법), 그리고 지식재산의 총괄적 기획과 조정을 위한 법(지식재산기본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저작권 및 저작권 기구 관련 법률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한 규정과 저작권 관련 기관들(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법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률의 주무부처이다.

하여 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등록,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등의 사무를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특허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형’의 사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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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시행 2020. 12. 8.]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특허법
특허법은 특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 특허청이 주무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허법[시행 2020. 12. 10.]
주무부처: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특허심사기획과)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은 상표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 특허청이 주무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표법[시행 2020. 10. 20.]
주무부처: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역시 특허청이 주무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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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 2019. 7. 9.]

주무부처: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 보호법도 특허청이 주무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시행 2020. 10. 20.]
주무부처: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의 진흥을 위한 기관들(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법률로 특허청이 주
무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시행 2020. 8. 5.]
주무부처: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
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1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3) 지식재산 총괄 조정
다수의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총괄 조정과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지식재산기본법이 있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
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되고,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
하게 된다.
지식재산기본법[시행 2018. 6. 20.]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버넌스 특성: 분산형(조정형) + 저작권 전문 기구 운영(문화정책)
한국의 지식재산 거버넌스는 개별 지식재산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분리
형’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표 2-6 참조).
표 2-6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관련 영역별·기능별 현황
산업재산권적 지식재산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집
중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총괄

지식재산
활용

신지식재산

부처별
분산

지식재산
보호

특허청(발명
진흥회)
특허청(지식
재산보호원)
등
+ 사법기구

저작권적 지식재산

부처별
분산

부처별
분산

부처별
분산

부처별
분산

문화체육관
광부 집중

문화체육관
광부 집중

문화체육관
광부(저작
권위)
문화체육관
광부(저작
권보호원)+
사법기구

출처 : 김준기·김난영 (2010)에서 재구성

특히 한국은 저작권 관련 정책의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행정 개입이 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기획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실행 기능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각각 담당하면서,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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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조직 현황
(1) 조정기구
지식재산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능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가 담당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위원장이 선임되고, 하위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운영
위원회가 구성되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전체적인 정책 기획을 담당한다.

그림 2-2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조직도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

(2) 저작권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제1차관-저작권국) 하위 부서로
저작권 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 문화통상협력과가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2-3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 조직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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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
작권보호원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심의, 분쟁조정, 권리자 권익 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2009년 통합).35)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지원 및 집
행,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2016년 설립).
(3)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책 총괄은 산업통상자
원부의 외청인 특허청이 담당한다. 특허청은 심사, 출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정책의 실행을 위한 기구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5년 설립), 발명진흥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국발명진흥회(1973년 설립), 국내외 지식
재산 보호 관련 조사와 분쟁예방을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09년 설립), 특허에
대한 조사 분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09년 설립) 등이 있다.

그림 2-4 특허청 소속기관 편제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35) 저작권위원회(1987~2009)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1987~2009)가 2009년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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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특허청 조직도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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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1. 국내 지식재산권 추진체계의 특징
(1) 분리형 추진체계
한국은 지식재산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별도의
부처에서 정책 기획과 집행 전반을 담당하는 분리형 정책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
술 주도의 산업 성장 전략을 추진해 온 흐름 속에서 기술 R&D 중심으로 특허 등 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창출된 산업재산권의 심
사, 등록 및 관리의 단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특허청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허청은 출원 주의를 따르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상 심사를 위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국감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특허청에는 특허 심사
관 866명, 상표 심사관 117명, 디자인 심사관 37명이 산업 재산권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업무 특성상 심사관(5급) 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서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이 적은 항아리형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저작권은 권리의 창출이 창작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창작 부문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에 속해 있다. 문화체육부의 저작권
국에서 저작권 정책 일반 및 저작권 산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 세부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
국저작권보호원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2) 공공 주도의 집행 기구
한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 담당 부처인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지식재산 연구 및 기획, 보호, 활용에 이른 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명 진흥
사업을 위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 전략 수립
을 위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다수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집행 기구가 공공기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한
국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간의 비영리 기구와 같은 제3섹터에서 정부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해왔던 서구의 전통과 달리, 공공 주도의 정책 사업
운영을 이어왔던 관행이 반영된 것으로 지식재산 부문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기 보단 한국
의 정책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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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 기관들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공
공 주도의 집행력이란 차원에서 이들의 효과성이 존재한다. 비영리 민간 기구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책 거버넌스의 경로 의존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이 공공
영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은 분명한 것이다. 다만 정책 기능 영역별로 분리
되어 존재하는 기관들은 각자의 조직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란 점에서 기능
및 사업의 중복과 협력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쟁점들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식재산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2000년대 이후 법정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올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지식재산정책의 세분화와 전문화에 있다.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환경이 형성되면서 기존에 심사 중심의 조직으
로 구성된 특허청이나, 무방식주의를 따르는 권리로서 소수의 분쟁 해결에 집중하면 되
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복잡한 정책적 쟁점들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저작권 분야에서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및 확장되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대
응,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의 균형과 같은 새로운 정책 영역들이 빠르게
확장되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다수의 공공기관들의 성
장은 전문성을 요구받는 정책 영역의 확장에 대한 대응의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조정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개별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을 넘어선 복합적인 권리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산업 환경이 마련된 것
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상하게 되
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지식재산이 국가적 의제로서 부상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서 지식재산에 대한 총체적 대응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
던 것이다.
지식재산이란 개념으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묶이긴 하나, 이들은 대부분의 국가에
서 별도의 산업 생태계와 연관성을 가지며 상이한 정책 목표를 가진 지식재산으로서 독
자적인 정책 기구를 가진 것이 일반적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적 전략의 필요성이 높
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기구의 통합을 시도하거나, 기존 거버넌스를 유지하되 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조정을 위
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했다.

2.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의 쟁점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정책 조정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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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에 대해선 통합형 추진체계의 필요성
에 대한 주장과 조정 기능의 강화에 대한 주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식재산정책의 추진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조정 기능
이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통합 등 보다
과감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근거로는 영국 등 통합형
추진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주로 논의가 된다. 통합형 추진체계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부처 간 영역주의로 인해 산하 공공기관 등의 사
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정책의 유기성을 보
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정책 연혁
및 계보의 측면에서나 산업 생태계의 측면에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전문성이 여전히 중요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 및 거래 등의 영역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기존의 특허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영역을 이미 넘어서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총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을 근거로 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분야의 정책 이슈가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문화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권리의 조화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정책 추진체계의 사례들을 통
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대표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각
나라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검토하고 관련 이슈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국가
의 정책 추진체계가 현재의 상태를 갖게 된 맥락을 확인하고, 최근의 쟁점에 대한 대응
방향에서 향후 국내 추진체계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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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합형 관리체계 현황
1. 영국 : 통합기구 중심의 집중 관리체계
1) 추진체계의 연혁과 특징
영국은 대표적인 ‘통합형’ 지식재산 추진체계를 가진 국가로,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07년 특허청(UK Patent Office)를 지식재산청(UKIPO)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특
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확대와 단속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핵심적인 행정 기능의 상당 부
분을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집중형(centralist system)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한 것이
다.
현재의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정책과 심
사 등을 다루는 부서와 저작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존재하고, 국제 정책과 IP
혁신 분야의 부서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

그림 3-1 영국 지식재산청 조직도 (2021.2.8. 기준)
자료 : 영국 지식재산청(UKIP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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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의 운영 방식은 IPO가 제공하는 ‘Framework Document’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36) 지식재산청은 영국의 행정부처인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의 집행기관이다. 이 시스템은 영국
국내법으로서 특허법(1977),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 적용의 법률(1988), 상표법(1994)과
연관된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IPO의 역할은 크게 IP 정책 수립, 기업과 소비자에게 지식재산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IP 집행의 지원, 영국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권한 부여로 정리할 수 있다.37)
영국은 저작권 정책 기능을 지식재산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38)
영국은 2007년 4월 2일자로 특허청의 명칭을 The Patent Office에서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변경한 바 있다39). 영국은 기존에도 특허청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칭 변경이 새삼스러운 ‘통합’의 과정이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이란 용어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담론의
확산과 더불어 대중화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일 것이다.

→

(현재)

그림 3-2 영국 지식재산청 로고 변경

영국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담론의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식재
산’에 대한 강조는 그러한 담론의 핵심 부분 중 하나였다. 영국의 ‘창조산업’ 개념 규정
은 영국 정부 보고서인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CIMD, 1998)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되어 사용되다가, Howkins(2001년), Florida(2002년) 등의 ‘창조경제’
개념에 영향을 받아 2005년 “창조경제 프로그램”(CEP: Creative Economy Program)을
가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창조경제’ 개념으로 변화한 바 있다.40) 이렇게 ‘창조적 전
36) UK IPO, “Framework Document”. 2020. <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13845/
IPO-framework.pdf?>.
37) 위의 글.
38) UK IPO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w-the-ipo-regulates-licensing-bodies/howthe-ipo-regulates-licensing-bodies>
39)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북(영국), 2018.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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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Creative turn)으로 명명된 창조산업으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는 다수의 국가에 영향
을 주었다.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는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의 초기 형
성기였던 토니 블레어 내각의 제2기(2005~2007)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환에 앞서 다수
의 보고서들이 전환의 근거로서 사전에 논의되고 작성되었다. 2000년 4월에 발표된
“Creative Industr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고서는 창조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핵심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후 2001년 발간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서도 지식재산권은 핵심적인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어 있었다.41)

그림 3-3 지식재산에 대한 고워스(Gowers) 심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출처 : Gowers, A.(2006).

특허청이 지식재산청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지식재산에 대한 고워
스 심사보고서(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할 수 있다42). 이 보고서
에는 영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해 54가지 개선 권고가 담겨 있다. 이 권고 중 53번
째 권고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청으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그 이유
로 특허청의 기능적 확장을 반영하며, 혼란을 막기 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43). 구체
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저작권 사무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나 IP 정책 간의 시
40) 하윤금.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전개와 특성, “KOCCA 포커스”, 통권 74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41) 위의 글.
42) 영국 지식재산청의 2006년, 2007년 연차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Gowers Reviews of Intellectual
Property’의 논의에 기반한 개선과 혁신을 이야기가 담겨 있다.
43) “Recommendation 53: Change the name of the UK Patent Office to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 to reflect the breadth of functions the office has, and to dispel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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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고려하여 특허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IP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담겨 있다.44)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바꾼 첫해를 지나고 2008년에 발간된 연차보고서에는 저작권
분야의 정책 기능 강화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2007년 5월 특허청 산하에 새로운 저작
권집행이사(Copyright and Enforcement Directorate)가 신설되었고 늘어나는 저작권 관
련 정책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45)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앞서 발
표된 보고서에 저작권 관련 정책 사안들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조정 문제, 유럽과의 거버넌스 조정 문제, 고
아저작물 대응,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등 변화된 저작권 환경에 대한 IP정책
측면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6) 이에 대해 영국 지식재산청의 연차보고서에는
사적복제, 교육적 이용 등에 대한 고워스(Gowers)의 제언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4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영국의 지식재산청 개편은 기존의 산업재산권 중심의 대응
이 주류를 이루었던 특허청의 업무를 저작권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
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경의 배경은 ‘창조경제’ 담론의 정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정책의 중요성 부상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련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청 확대 개편 이전까지의 영국의 저작권 정책은 별도의 등록-심사가 필요없
는 무방식주의의 권리 발생의 특성상 민간의 개인적 계약과 법적 대응이 중심이 되어 있
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특허청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저작권
분야의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존의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특허청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2) 지식재산정책 동향 및 이슈
①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중심의 IP 시스템 확립
영국 지식재산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유럽연합의 탈퇴, 즉 브렉시트
(Brexit)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2020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
존의 EU 상표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
해진 것이다. 핵심은 기존 ‘20년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
상표, 디자인권은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으로 자동 승계되어 인정된다는 것
이고, 전환기간 종료일(20.12.31)을 기준으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출원의 경우, ’21년
44) Gowers, A.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Stationery Office.
45) UK IPO.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ual Report and Accounts
pp.13-14.
46) Gowers, A.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Stationery Office.
47) UK IPO.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nual Report and Accounts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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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까지 영국 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는 등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48)
② 2020-21 주요 계획 검토
영국의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조직계획을 일정한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계획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2020-21 조직계획(Corporate Plan
2020-21)’으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다. 2020-21 조직계획의 주요 목
표는 다음과 같다.
▪ 핵심 서비스 제공: UK IPO는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성장시키려는 기업
을 위해 적시에 높은 품질의 지식재산 권리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를 지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독립된 경
제 체제를 갖추고 각종 무역협상 등에서 자국이익 보호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시
스템을 발전시키는 유연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 프로그램의 전환: 기업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혁신을 창조하는 데 UKIPO가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식재산 관점에서 미래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제고: AI, 데이터에 관한 지식
재산 체계를 조성하고, 탄소배출 감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
영국 지식재산청의 조직계획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IP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는 영국이 선도적인
IP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EU 탈퇴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관련 통상 관계의 재정립 부분에 대해 정
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 등 기술 발전이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전반적인 국민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의 고양을 위한 노력도 주요 계획에 포함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개별 지식재산권 관련 대응
영국에서 지식재산권 체계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하그리브스(Hargreaves) 교
수가 2011년 영국 총리에게 제출한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하그리브스 보고서

48) 특허청 보도자료, “영국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전환기간 12월말 만료, 상표·디자인권 관련 정보
미리미리 확인해야”,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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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greaves Report on IP and Growth」와 관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 IP 체
계가 경제성장과 혁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영국이 디지털 시대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IP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고를 담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련 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디지
털 저작권 거래소, 고아저작물, 저작물 공정이용 등이 대표적인 권고에 해당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이 정교화되고,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의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반영하여 2014년 10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와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지식재산권 체계
를 현대화하는 개혁조치를 발표했다.49)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본인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예외조항을 실시
▪ (디자인법) 디자인권 활용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법의 규정을 명확화하고 간소화
이후 2016년에 발표된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전략 계획에서도 하그리브스 보고서
의 권고를 반영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50) 해당 계획은 위
조품(counterfeit)과 기타 지재권 절도(thieves)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과
학생들을 위한 IP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며, 영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 EU 차원의
특허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IP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
진하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이 사업화(capitalising)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음을 분명
히 하고 있다.

2. 독일 : 통합관리와 민간 협력 중심의 저작권 정책 체계51)
1) 추진체계의 연혁과 특징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
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
록 할 수 있다.
독일은 저작권 관련 집행의 중요한 두 부분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와 ‘무명
및 이명저작물 등록’을 특허상표청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통합’
49) 주EU대사관, “[지재권정책] 영국 지식재산청 주요 지재권 개혁조치 시행”, 2014.10.31.
50) 주벨기에대사관, “[지재권정책] 영국 특허청, 지재권 전략계획 발표”, 2016.2.1.
51) KOTRA, “국가 지역정보”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
natnSn=67&commItemSn=4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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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정책 추진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은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 Mark Office)에서 ‘무명 및 이명저작물 등록부’
를 운영해서, 무명 혹은 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을 밝히는 경우에 저작권 등록을 진
행한다. 무명 및 이명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데 그 기한 안
에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밝히고 등록할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보호기
간이 연장된다.

그림 3-4 독일 특허상표청
자료 : 독일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또한

특허상표청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에

대한

관리를

CMO법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CMO Act)에 근거해서 법무부와의 협의에 기초하여
집행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들에 대해 직권으로 개입할 권한이 있으며, 사용자 및
권리 보유자의 의견과 제안도 감독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52)
독일의 특허 제도는 16세기 초반인 1531년 분수 발명자에 대한 황제의 특권 부여를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프로이센 왕국에서 1845년 일반상공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갖
추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독일의 특허청은 1949년 10월 1일에 서독의 특허청
이 개청했고, 1950년 9월 6일에 동독 특허청이 설치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 연방 특허청
으로 개편되면서 베를린의 동독 특허청은 지국으로 개편되었다.
독일의 저작권 제도의 기반은 1965년에 제정된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과 ‘저
52)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Annual Report 2019”, 2020 <https://www.dpma.de/docs/en
glish/jahresberichte/annualreport2019.pdf>.
53)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독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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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인지법(Wahrnehmungsgesetz)’ 그리고 ‘출판법(Verlagsgesetz)’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54). 독일 저작권 제도는 유럽연합의 지침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1985년 ‘음반 및 영상제작에 대한 보상금 규정’과 1993년 ‘컴퓨
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1995년 ‘대여권 및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
한 유럽연합 지침’, 1997년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3년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법’, 2008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행 개선을 위
한 법률’ 등이 차례로 도입되어 왔다.55) 2008년에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저작자와 저작
권 소유자의 권한을 유럽 저작권에 대한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었다.
2013년 5월 ‘제8차 저작권법 개정 법률’에 의해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이 도입되
었으며, 2013년 7월 ‘제9차 저작권법 개정 법률’을 통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 2013년 10월 ‘고아 및 절판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16년 ‘저작자 및 실연가의 적정한 보상청구권의 집행 개선과 출판사의 보상금 참여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2017년 ‘학술분야에 있어서 현실적 필요성과 저작권을 조
정하기 위한 법률’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으며, 2018년 11월 28일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개선에 관한 마라케시 지침의 이행을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56)
독일의 지식재산정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이행
과 관련한 자국 내 제도의 개선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전
략(La strategie du marche unique numerique)”의 일환으로서, 2019년에 ‘디지털 단일시
장 지침((UE) 2019/790)’을 제정한 바 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 제28조에
따라 2021년 6월 7일까지 이 지침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한 경우 즉시 그 사실
을 유럽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은 이에 대한 대응을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
작권 관련 정책 기능은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사유의 도입,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의 내용의 도입 방식, 저장서비스 사업자(Upload-Plattformen)의
책임에 대한 내용의 반영에 대한 것이다.
2) 지식재산정책 동향 및 이슈
독일의 지식재산 제도에 있어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신탁관
리업자, CMO)에 대한 관리체계이다. 독일은 2016년 5월 24일 집중관리단체법57)을 제
54) 최은희. “독일의 저작권 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55)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저작권 가이드 독일 법제 정보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
copyright/guide/german/german.do> 참조.
56)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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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 법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주의를
분명히 했다(동법 제77조 1항).58) 동 법에서 독일 내 13개 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관
리·감독 권한을 DPMA에 부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해 허가 등의 진입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다
르다.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보고 국가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대륙법계는 이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59)
이에 대해서 2020년 6월 17일,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Federal Administrative Court)
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수수료 체계 감독에 관한 독일 특허상표청(DPMA)의 권
한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실성을 보다 분명히 한 바
있다.60) CMO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이용·허락하게 하는 라이선스를 부여받고, 그
에 따라 저작권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 이용에 관한 사용료(로열티)를 징수하여 저작권
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로열티는 CMO가 정한 수수료에 기초하여 산정되
는데, 이러한 수수료 체계 감독의 권한이 독일 특허상표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독일에서의 지식재산 제도는 독일 특허상표청을 중심으
로 하는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작권에 있어서 독일 특허상표청은 다소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집중관
리단체(CMO)의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익명 및 가명 저작물 등록과 비상업 저작물
등록, 고아 작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이 이
상의 의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the DPMA does not have any further
duties in the field of copyright.”).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자
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실질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는 CM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를 통해 집단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57)

Gesetz u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VGG), BGBl. I S., 1190.
58) 김현경. 저작권 사용료 사전승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30권 1호, 미국헌법학회, 2019.
p43.
59) 위의 글.
6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 독일 특허상표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감독 권한 확
인”, 지식재산동향뉴스,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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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독일 특허상표청의 CMO 및 저작권 관련 업무 소개
자료 : 독일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 특허청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비중
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인 저작권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실제 저작물의 위탁 관리는
CMO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계는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산업재산권을 중심으
로 작성되어 있다. 독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다름 아닌 법원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결과가 판례로서 이후의 저작권
실무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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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리형 관리 체계 현황
1. 미국: 분리 관리 및 민간 협력 중심의 저작권 정책 체계
1) 추진체계의 연혁과 특징
미국은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이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은 다수
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분리형 관리체계에 해당한다.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PRO-IP
법안에 기초하여 지식재산 보호·집행 전략을 수립·조정하고(’08~),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
한 지식재산 보호지침을 수립한 뒤, 관련 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각 행정부처로 전파한다.
IPEC는 지식재산자문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식재산 자문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IP
정책을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3-6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출처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2009), US IPEC(2020.3)을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하위기관으로는 미국특허청과 저작권청을 들 수 있다. 미국특허
청(USPTO)은 지식재산권 정책 및 대외협력･통상협상을 담당한다. USPTO는 국내･외 지
식재산정책 수립 및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의회의 저작권청과 상호 협
력관계를 유지한다. 즉,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법률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안하고 대외협력 및 통상협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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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국 저작권청(좌) 및 특허청(우)
출처 :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좌),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우)

저작권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담당하는데, 이는 의회 도서관의 하
부조직으로,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저작권 등록에 한정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등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해선 저작물에 대한 등록 혹은 예비등록이 필요하다.61) 미국
저작권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3-1 미국 저작권청 주요 업무
업무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

강행적 납본

강제적 허락
관련 업무

기록보관
업무

내용
- 최초의 저작권권리와 갱신된 저작권권리의 등록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 및 납본물을
심사하여, 저작권법과 저작권청 규정에 따라 등록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하며, 저작권 보유에 관한 문서들을
기록
- 1984년도의 반도체칩 보호법에 기한 마스크 워크(mask work)에 대한 권리주장 및 1998년도의 선박
등의 외관디자인 보호법에 기한 선박 등과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한 권리주장 심사
- 모든 납본물, 등록, 문서작성 및 기타 행위에 관한 공적인 기록 작성, 제공
납본업무 담당(미합중국 내에서 간행된 저작물의 최상위 판(版)의 복제물 2부를 간행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에 납본해야 함)
- 강제허락 및 법정허락과 관련된 사용료 결정․징수업무 담당
∙ 강제허락 : 예컨데 디지털 오디오 송신으로 녹음물을 공연히 실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녹음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하여 부여
∙ 법정허락 :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송신 및 2차적 송신을 위한 일시적 녹음물의 제작, 사적(私的)인 가정
내시청을 목적으로 한위성방송송신사업자의 2차적 송신, 지역적재송신을목적으로한 위성방송 송신자의
2차적 송신에 대한 허용
- 저작권청에 등록된 모든 저작물에 관한 서지사항과 저작권 관련사실 기록
- 납본 하였으나 저작권청에 등록 되지는 않은 모든 저작물들의 저작권 관련사실 기록
- 등록, 납본, 양도사실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문서들의 모든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가능성 제공
- 문서작성을 위해 제출된, 저작권 보유사실에 관한 모든 문서의 기록을 보존

출처 : 양해원 (2014)

61) KOTRA.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19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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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미국 저작권청 조직도
출처 : 미국저작권청 연차보고서 (2020). p36.

저작권 관련 집행 기능 중 일부는 특허청(USPTO)이 수행하는 것도 특징적이다.62) 특
허청 내부의 조직인 OPIA(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저작권 팀은 행
정부와 다른 연방 정부 부서 및 기관에 국내외 저작권 법률 및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제 수준에서 OPIA 저작권 팀은 새로운 국제 저작권 규범 협상
지원, 미국 법률에서의 그들의 이행, 국제 의무의 집행 등 해외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제공한다. 국내 차원에서는 OPIA 저작권 팀이 행정각부,
미국 의회, 법원 내에서 저작권 개발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제공한다. OPIA 저작권 팀
은 국제 및 국내 정책 활동의 보완으로서 미국과 외국 정부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저
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63)

62) USPTO 홈페이지 “Copyringht Policy”, <https://www.uspto.gov/ip-policy/copyright-policy.> 참조.
63) USPTO 홈페이지 “2018-2022 Strategic Plan,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
TO_2018-2022_Strategic_Plan.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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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미국 특허청 조직도
출처 : 미국특허청 연차보고서 (2020). 15쪽

미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선도적 경쟁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
책 관련 기관들은 다수가 존재한다.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미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국제무역관리국), 특허상표청(PTO), 법무부 형사국 컴퓨터범죄 및 지식재산권과
(CCIPS), 재무부 내의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이 있고, 입법부에는 각종
위원회와 의회도서관 내 저작권청 등이 있으며, 사법부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가
존재한다64).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은 체계적인 지식재산 조정을 위해 2008년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제도를 도입했다.65) IPEC제도의 도입은 2008
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Pro-IP Act)’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IPEC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조정 및 집행을 위한 지휘체계로, 연방정부 차
원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미국 대통령과 IPEC에 의해 수립되고, 관련기관 연석회의 등을
통해 각 행정부처로 전파되는 구조이다.66) 미국의 지식재산정책 실무가 각 기관별로 분
산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다.
IPEC는 국내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3년마다 ‘미국 지식재
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0-2023 미국 지식재산
64) 전승철. 국가지식재산행정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5) USPTO 홈페이지 “2018-2022 Strategic Plan,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
TO_2018-2022_Strategic_Plan.pdf.> 참조.
6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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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2020-2023))’
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역상대국과의 협력
무역을 통한 IP 보호 및 집행강화, 정부의 역량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IP 보
호 강화, 위조상품·불법복제품 방지, 해외에서 지식재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② 법률 당국의 효과적인 활용
영업비밀, 특허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위조상품 등의 단속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미·
중 1단계 합의의 이행 감시, 다른 국가와 무역 투명성 단위(TTU) 합의, 온라인 세이프
하버 조항 검토 등
③ 법 집행조치 및 협력 확대
영업비밀 탈취 방지를 위한 국가 사이버전략 수립, 국내외 법 집행을 통한 온라인 저
작권 침해 방지, 국내 및 국제법 집행을 통한 위조상품 등 밀거래 방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집행 협력 증대 등
④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파트너십
전자상거래에서의 위조상품과 불법복제품 근절, 민간 부분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 신기술을 통한 위조상품 단
속, 소비자 인식 및 비즈니스 교육 활동의 지속적 개선 등
2) 지식재산정책 동향 및 이슈
미국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음악

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을 통한 집중관리 제도의 강화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음반 전달을
위한 포괄적 라이선스 및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1972년 이전 제작된 녹음물의
공연료 지급 의무 부과하며, 녹음물의 송신에 대하여 녹음물의 프로듀서, 믹서, 사운드
엔지니어가 라이선스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
자로 하는 음악현대화법안이 2018년 4월 25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것이다.67)
음악현대화법은 디지털 음반 전달(digital phonorecord delivery)을 비롯하여 비연극적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가 특정한 요건
을 구비한 경우에 ‘강제허락’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68)
해당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 제작의 주요 목적이 오직
공중의 사적 이용을 위한 배포인 경우, ② ㄱ)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디지털 음반 전달을 비롯하여 미국 내에서 공중에 이미 배포된 경우, 또는
ㄴ)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의 디지털 음반 전달을 하고자 하는 디지털 음악 제공자
67) 박경신. [미국]음악현대화법이 하원을 통과하다, “저작권동향”, 제5호, 2018.
68) USPTO, “2018-2022 Strategic Plan,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
_2018-2022_Strategic_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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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ㄱ)에 따라 강제허락을 받을 수 없다면, (i) 녹음물의 최초 고정이 음악저작물의 저작
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고,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미국 내 공중에게 음악저작물을 수
록한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부여
받았고, 그리고 (ii) 녹음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공인 배급업자가 미국 내 공중에게 녹음
물의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디지털 음악 제공자에게 부여하였
을 경우에 해당된다.69)
동 법상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디지털 음악 제공자는 디지털 음반 전
달을 위한 기계적 라이선싱(mechanical licensing) 업무를 담당하는 집중관리단체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를 통하여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고 배포할 수 있는 포
괄적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다.70)
미국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복제권 라이선싱 관리 및 저작료 징수단체로 Harry Fox Agency, Inc.(HFA) 등이 존재
한다. 따라서 음원 서비스 등을 위해선 개별 곡 단위의 복제권 이용 허락이 필요했다.
음악현대화법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계적 집중관리단체(Mechnical
Licensing Collective, MLC)를 통한 포괄 실시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변화였
다. 비영리단체로서 MLC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업체들에게 포괄실시권을 제공·관리하고,
이용료를 징수·분배하며,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지분을 기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작권자들의 소재 파악을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71)

MLC는 독립

적 지위를 갖는 비영리 기관 중에서 선정하며, 최초 선정 이후에는 5년 주기로 검토를
거쳐 기존 기관의 재선정 또는 신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특징으로, 미국 저
작권청이 MLC의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72)

2. 프랑스: 분리 관리 및 저작권 분야 전문 행정 기구
1) 추진체계의 연혁과 특징
프랑스는 산업재산권청(INPI)에서 산업재산권을 관리한다73).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은
산업 재산권 소유권의 기록 및 전달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으로 혁신의 보호 및 가치 평
가를 촉진하여 기업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9)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KIPnet IP-저작권분과 보고서”, 2018.
70) 위의 글
71) 박다미, KOTRA 현장인터뷰, 2019.5.29. “미국 음악 저작권과 저작권료의 이해” <https://news.kotra.or.k
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5133>
72)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제동향, (2018.10.26).
73)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홈페이지 <https://french-tech-central.com/en/service-public/inpi-french-national
-institute-of-industrial-proper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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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홈페이지

그림 3-11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조직도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홈페이지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문화통신부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업무는 하
위 행정기구를 통해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리형’ 정책 추진체계라고 할 수 있
다. 영상저작물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프랑스 문화부는 HADOPI(저작권보호원)와 CSA
(시청각저작물심의회)를 분리해서 운영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1986년 영상통신법이 분
리운영의 근거였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영상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이 일반
화된 현대의 상황과 이 법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문화부는 이를 반
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시스템을 마련하고 행정적으로는 이 두 기관을 통합하여
ARCOM이라는 새로운 기구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박성진, 2019). ARCOM
은 2021년 1월 25일 설립되며, 특히 영상 분야의 저작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자
리 잡을 예정이다74). 한국과 비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이 합병하는 조직
이 설립되는 셈이다.
프랑스는 1992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폐지하고 산업재산권법
과 저작권법을 지식재산권법으로 통합했다.75)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전(CPI: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은 총 3부, 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인 문화예술저작권

74) IREDIC, “CSA + HADOPI = ARCOM : l’operation mathematique du futur de la regulation”,
2020.1.29.
75) 양해원.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35쪽.

47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다루고 있고, 제2부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며, 3부에서는 해외 영토에 대한 조항이 담겨 있다.76)
프랑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등록에 갈음하여 “저작권납본제도”(Legal Deposit)를
두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77) 또한 프랑스법에서는 포괄신탁에 의한 권리변동관계
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별신탁” 또는 “개별관리”대상의 저작물에 대해서
만 개별적으로 대항요건주의 권리변동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78)
프랑스의 지식재산 제도에서 중요한 기구 중 하나는 HADOPI(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다. HADOPI는 2009
년 9월 ‘인터넷 상의 창작물 배포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법률(HADOPI 법)의 제정을
통해 설립된 기구다. 이 법에 따르면 HADOPI는 음악과 영화화일 등의 인터넷 불법 다
운로드를 추WJR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며,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된 네티즌에게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에 이어 3번째 적발되면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일시 퇴출할 수 있었다.79)
하도피의 삼진아웃제가 불법 다운로드 감소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과 예산 낭
비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2013년 7월 삼진아웃제도는 폐지되고 저작권 침해자
에 대한 벌금 부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80) 이후 ‘점진적 대응(la reponse graduee)’ 절
차를 실행하며 저작권 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왔다.81) 이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CSA와의 합병을 통한 ARCOM으로의 재탄생이 예정되
어 있다.
2) 지식재산정책 동향 및 이슈
2021년으로 예정된 HADOPI와 CSA를 합병한 ARCOM의 탄생의 배경에는 주소 변
환 기술(NAT)에 따른 IP 주소의 공유로 규제 실행에 어려움이라는 한계와 변화하는 시
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범위 및 권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82) 기존의 HADOPI의
규제 대상이 P2P상의 불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 콘텐츠 침
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식재산 제도에 있어서 또 다른 변화는 2019년 5월 22일에 제정된 ‘기업의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PACTE 법)’의 적용이다. 동 법은 2020년 4월 1일자부터
발효되었다. PACTE 법은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에서 특허와 관련된 사

76)
77)
78)
79)
80)
81)

한국법령정보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요약본”, (2021.2.16.).
양해원.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37쪽.
한국법령정보원,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요약본”, (2021.2.16.).
“佛 불법다운로드 삼진아웃제 도입”, 연합뉴스 (2009.5.13.).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김태희, “프랑스 HADOPI, 불법복제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내용 및 평가와 전망”,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8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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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산업재산권청(INPI)의 특허출원심사
의 강화, 실용신안제도의 현대화(보호기간의 연장 6→10년, 실용신안출원의 특허출원 변
경 허용), 프랑스 국내 특허에 한 이의신청절차를 도입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83) 또한 2020년 7월 부터는 임시 특허출원(demande provisoire de brevet) 제도를
시작하여 기업이 특허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유럽 차원의 통합 특허법원(UPC)의 설립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지식재산 제
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다. EU 단일특허제도는 유럽 특허청(EPO)에
영어, 독어, 불어 중 1개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해 특허로 등록되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로, 새로 도입될 ‘EU 단일 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 사건을 전담할 특허법원을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 각각 설립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84).
유럽 통합 특허법원 추진은 본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인 영
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BREXIT)하더라도 UPC에는 참가한다는 종전의 의견을 바꾸어
UPC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독일에서도 연방 헌법재판소가 2020년 3월, 독일 의
회의 UPC 조약 비준 법안 결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헌 결정이 된 것이다85). 이후
2020년 11월 26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이 통합특허법원 비준 법안(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을 통과시킴에 따라 통합특허법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2021년 통합 특허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최
종 준비단계에 착수하게 되고, 2020년부터 UPC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가
유럽 전역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UPC 설립 이전에도 1977년에 발효된 유럽 특허조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기초한 유럽 특허(European Patent)제도를 통해 ‘출원’과 ‘심사’까지의 절
차는 이미 통합되어 있었다. 다만 심사 이후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등록과 소송은 개
별 국가에서 진행됨에 따라, 과도한 소송비용과 소송 결과의 비일관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86) 유럽 통합 특허법원은 특허소송도 전담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프랑스는 파리에 UPC 지방법원 및 본원의 지원이 모두 들어설
예정이다. 프랑스는 특허출원 건수 기준으로 EU의 상위국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통합
특허법원 설립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83) 양대승. PACTE법률 제정에 따른 프랑스 특허제도의 변화, “입법학연구”, 제17권 1호, 한국입법학회,
2020. 143-173쪽.
84) 유의주, 연합뉴스,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 시동…12월 운영 전망”, 2017.1.30. <https://www.yna.co.kr/
view/AKR20170126107900063>
85) 정다영, 윕뉴스, “독일, 유럽통합특허법원 협정 발효되길 희망해”, 2021.1.13. <http://www.wip-news.co
m/news/articleView.html?idxno=4248>
86) 박진환, 나라경제, “브렉시트 후에도 EU 지재권 유효할까?”, 2017.12.1. <https://overseas.mofa.go.kr/be
-ko/brd/m_7560/view.do?seq=1341540&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
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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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분리 관리 및 총괄 조정 부서의 역할
1) 추진체계의 연혁과 특징
일본은 총리 직속 지식재산전략본부를 통해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하는 국가로, 한국
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청･문화청 등에서 각 분야를 담당하되,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컨
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지식재산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존의 분리형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식재
산전략본부를 통한 총괄적 방향성의 설정을 통한 조정 역할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다. 고
이즈미 내각 출범(’01) 후 ‘지식재산입국’ 전략을 선포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이
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03), 총리 주도하에 IP 창출･보호･활용과 관
련된 정책이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결정되고 방향이 설정되어 관계부처에 top-down 방
식으로 하달하는 전략을 취한다.87) 내각총리대신이 주도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총괄
조정 하에, 각각의 지식재산에 대한 집행은 각각 문화청(저작권)와 특허청(산업재산권)이
담당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림 3-12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조직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일본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3월 내각에 설치된 기관으로, 지식재산추진 계획 개발 및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
며,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이다. 이들은 콘텐츠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
원의 산업 진흥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며, 정책 제안과 점검을 실시한다. 지식재산전략본
부 본부장인 내각총리대신 이하 부본부장은 내각부 특명담당 장관(과학기술정책), 내각관
방 장관, 문부과학성 장관, 경제산업성 장관으로 구성된다. 본부원은 기타 국무장관들과
민간 전문가(10명)들로 구성된다.

87)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일본 콘텐츠 산업 정책 특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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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식재산 제도는 각각의 권리에 대한 법들이 발전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먼저 일본의 특허 제도는 1885년 4월 18일 현재의 일본 특허법의 모태가 된 전매특
허조례가 공포된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1921년 개정된 특허법에서 선출원주의가
도입되며 현재의 일본 특허법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의
일본 특허법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 디자인의 보호는 1888년의 디자인조례를 시작으로
하고 있으며, 1959년에 특허법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현재의 일본
디자인보호법으로 되었다. 상표의 보호는 1884년 6월 7일에 최초의 일본 상표법인 상표
조례가 제정되었고, 1959년에 전부 개정에 의해 현행의 일본 상표법이 되었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4년 제정
된 것을 시작으로 1993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현행법의 기초가 되었다.
저작권법은 1887년 판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893년에 이것을 판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1899년에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일본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조정기구가 설립된 것은 적극적인 추격
(catch up)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01년 산업경쟁력전략회의에서 지식재산
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2003년 지
식재산전략본부의 발족, 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의 발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종합적 지식
재산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88)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의 장기 불황을 극
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
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88) 김승군.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센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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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일본 문부과학성 조직도: 문화청에서 저작권 업무 담당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영문 홈페이지(https://www.mext.go.j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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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 등의 용어 정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의 목표로서 일
본 산업의 활력 재생, 지식재산본부의 설치와 역할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식재산본부는 매년 1회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
산본부가 총리 직할의 기구로서 설치됨에 따라, 다수의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4년 6월 제정된 지식재산
고등재판소 설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 설치된 지식재산고등재판소를 통해 관련 소송 등
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에서는 산업재산권 뿐 아니라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은 물론 식물의 품종등록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전반의 침해 소송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89) 특히 재판소의 조사관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데, 과거에 산업재산권에 한정되어 있던 조사 사무의 범위를 지
식재산 또는 조세에 대한 사건으로 확대하면서 저작권을 포함한 조사 업무 수행이 가능
하게 되었다.90)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종합적 대응을 통해 발전
해왔다.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 역시 2003년 이후 매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여전히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는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실질적
전략 수립과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송 등
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확장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능의 조정
을 통해 분리형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처간 갈등의 조율하며 종합적 전략 추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재산정책 동향 및 이슈
일본은 매년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추진계획은 2020년 5월 27일 발표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0’이다. 해당 계획은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이 심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91)
①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형자산
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 쿨재팬 전략·인바운드 전략의 핵심적 요소인 문화산업
에 대해 사업 중단을 방지하는 안전망 마련, 온라인 활용 방안, 보험이나 자본 확
보에 따른 위험 대응력 강화 등의 지원을 실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89) 허대원.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에 대한 개관, “맞춤형 법제정보”, 제5권, 한국법제연구원, 2010.
90) 위의 글.
91) 권용수.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0 결정, “저작권동향”, 제1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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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에 있어 전략적인 지식재산 활용 추진: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 확대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규칙 정비 등이 필요함을 검토하고 있다.
③ 콘텐츠 전략·쿨재팬 전략 실행: 쿨재팬 전략을 지식재산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간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쿨재팬 관련 분야 피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이
를 위한 관계부처의 협력과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④ 콘텐츠 크리에이션 에코 시스템 구축: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디지털 기반의 콘텐
츠 창작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 이를 위한 저작권 제도의 검토 등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모방 및 해적판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콘텐츠 창작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영상 작품의 로케이션 환경 개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 측면의 혁신 뿐 아니
라 저작권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강
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계획의 발표 이후 2020년 8월 7일에는 일본 지식재산전략
본부가 구상위원회 콘텐츠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콘텐츠 소위원회의 향후 검
토 체계 및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92). 이 회의에서는 앞서 논의된 지식
재산 전략의 세부 내용, 즉 해외 진출을 포함한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 촉진 방
안,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안, 콘텐츠 제작 관련 거래의 적정화 및 취업 환
경 향상, 불법복제 콘텐츠(해적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는 일본의 콘텐츠 산업 정책이 거시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차원에서 저작권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3절 소결
1. 국가별 거버넌스 특징과 고려사항
(1) 통합과 분리
1) 지식재산 개념의 영향
각 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추진체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배경에는 관련 법제
의 연혁적 맥락과 법철학의 적용 방식, 관련 부처의 담당 기능의 경로의존성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재산의 국가발전

9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제1차 콘텐츠 소위원회 회의 개최, “지식재산동향”, 제33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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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중요성이 공유되면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재산권’ 관점의 총괄적 관리의 방향
성이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분산형’ 관리 체계를 취하는 국가
들에서도 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의 기능들은 점차 발전해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 저작권의 민간 주도성(독일, 미국) vs 국가적 개입(프랑스, 영국, 일본)
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특히 ‘저작권’에 대한 정부 개입의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방식주의와 심사주의를 취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율과 저작권 ‘등록’의 역할을 국
가가 담당하고, 개별적인 침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미국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추진체계의 구분이란 측면에선 각각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 정
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방식과 정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유사한 수준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민간의 기능을 존중하되, 최소한의 규율과 사법적 개입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국가는 저작권 정책 역시 보다 적극적인 지식재산정
책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실질적인 집행 체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전문 전담 조직을 두는 프랑스와 다른 국
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저작권 정책의 차별성은 통합과 분리 뿐 아니라, 실질
적인 저작권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조정과 전문성
산업재산권 정책에 대한 접근이 대동소이 한 것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① 저작권 관련 전문 기관의 운영의 여
부와 ② 총괄관리 기능의 운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작권 정책의 전문성: 전문 기관의 운영(프랑스)
분리형 정책 체계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HADOPI)를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문화정책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서 프랑스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온 바 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보호 전문기관
HADOPI를 영상미디어 관련 상위 규율기관인 CSA와 합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
작권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집행 권한의 측면에서 미디어 관련 규율 기구의 강제력을 결합
시키는 것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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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관련 쟁점들의 증가: 저작권 관련 기구의 전문성 필요
해외 사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2000년대 이후로 저작권과 관련
된 쟁점과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
한 관리, 저작인접권 등의 확장, 공정 이용과 관련된 조항의 정비,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등을 통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에 출원 주의에 따라 행정 개입이 필수적이었던 산업재산권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정부 기구의 역할이 약했던 나라들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조직 및 행정의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저작권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었던 미국에서조차 음악 부문의 포괄실시권을 위한 기계적집중관리단체
(Mechnical Licensing Collective, MLC)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 저작권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3) 지식재산 총괄 관리의 필요: 무형자산 중심의 경제 이동
일본은 분리형 조직을 유지하면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구를 설립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총괄적 전략 수립을 진행할 수 있는 절충형 모델을 취
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총괄 조정 방식과 분리형
조직이 결합된 한국과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추진체계의 역사적 맥락
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총괄관리의 전략에 있어서 각 국의 경쟁력에 따라 대응의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
다. 쿨재팬 전략의 우선순위가 높고, 콘텐츠 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경우 지식재
산 전략에서 사실상 콘텐츠 산업 정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과학 기술
및 특허 중심의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일, 미국 등의 국가들에선 산업정책적 측
면에서 산업재산권 중심의 전략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정책의 추진에 있
어서 지역적, 역사적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 지식재산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있어
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통합 조직-분리 조직의 차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
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지
식재산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의 강화와 자유무역에 의한 제도의 동조화 현상도 강화되
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나라들은 자국의 정책적-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나름의 고유
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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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책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통상 환경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흐름 중 하나다. 특히 지식재
산 관련 분쟁의 조정과 법적 대응의 전문성이 중요해지면서,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역시
정책 추진체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조직의 통합-분리가 아닌, 총괄적 전략 수립 및 조정의
효과성과, 분야별 지식재산정책의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인격권과 결합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중요한 성격 때문에 민간과 국가정책의 조율 역시 산업재산권 보다 훨씬 예민하고 섬세
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앞서 검토한 2020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에서 한국의 저작권 분야의 순위는 53개국 중 7
위로, 종합 순위(13위)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복제 감시 대상국에
속하던 국가가 높은 수준의 저작권 문화를 가진 곳으로 단기간에 도약한 것이다. 한국은 지
식재산정책의 측면에서, 해외 사례의 검토 대상이 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훨씬 강력
한 국가 주도의 정책 집행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저작권 분야에 별도의 2개의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련된 높은 정책적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물적 토대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통합-분리의 관점을 넘어서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문성을 갖춘 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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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화예술산업 현황
1. OECD 국가 문화예술산업 현황
본 절에서는 지식재산 추진체계와 문화예술산업 성과와의 관계 분석에 앞서 OECD
국가별 문화예술산업 현황을 고찰한다. OECD 국가별 문화예술산업 명목 생산액을 살펴
보면, 미국의 경우 2011~2017년 평균 1,435.6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영국이
408억 달러로 그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2011~2017년 평균 문화예술산업 생산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큰 국가는 독일(382.5억 달러), 프랑스(325.9억 달러), 이탈리
아(301억 달러), 스페인(211.2억 달러), 호주(152억 달러), 한국(128.4억 달러), 네덜란드
(103.6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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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ECD 국가별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생산액
출처: OECD Statistics, STAN Industrial Analysis,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2020
주) 2011~2017년 평균 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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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문화예술산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가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덴마크가 1.8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는 슬로바키아(1.64%),

노르웨이(1.56%),

영국(1.55%),

호주(1.4%),

이탈리아

(1.34%), 스페인(1.3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0.7%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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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OECD 국가별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출처: OECD Statistics, STAN Industrial Analysis,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2020
주) 2011~2017년 평균 문화예술산업 생산액을 2011~2017년 GDP 금액으로 나눈 결과임

2. 국내 문화예술산업 현황
국내 문화예술산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 수는 2016년 4,780개에서 2019년 6,019개까
지 3년간 약 26%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2016년 2.8만명에서 2019년 3.6만명으로 3년
간 약 29% 증가했다. 매출액은 2016년 2.6조원에서 2019년 3.6조원으로 3년간 약 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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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현황(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문화예술산업과 저작권산업의 생산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010~2017년 저작권 통계상 저작권 산업의 총 매출액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상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
수가 0.431로 나타났다. 연도별 금액 자료를 통한 비교 시 추세에 따른 부정확한 상관관
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각각의 자료를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상의 서비스업 명목
GDP 금액으로 나눈 비중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비중 자료의 상관계수가
원자료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0.821로 나타났다. 금액 및 비중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계
수를 보여, 저작권 산업과 문화예술산업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저작권이 문화예술 분야의 지식재산의 핵심 요소이므로,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분야
성과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 저작권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조원, %)
저작권산업 매출액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서비스업 전체 GDP대비 비중

303.3
310.9
313.3
308.4
301.4
342.7
317.4
320.3

41.92%
40.96%
39.50%
37.22%
34.66%
37.19%
32.94%
31.81%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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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DP 현황
(단위: 조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DP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서비스업 전체 GDP대비 비중

15.3
16.0
16.7
17.3
17.8
17.9
18.9
19.1

2.12%
2.11%
2.10%
2.09%
2.05%
1.94%
1.96%
1.9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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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저작권 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의 상관관계(금액)

주) 상관계수=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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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저작권 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의 상관관계(비중)
주) 상관계수=0.821

62

44%

● 제 4 장 지식재산 추진체계와 문화예술산업 성과와의 관계 분석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방향 설정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산업 성과
차이 분석과 유사한 관리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
구의 분석 방향을 설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로, 이는 정책
에 대한 관리유형을 의미한다. 다만, 지식재산정책관리 유형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연구자들의 지식 범위 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에 대
한 관리유형은 정부의 기타 정책 및 조직 관리유형이나 기업의 조직 및 서비스 관리유형
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따라서 관리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방향을 설정한다.

1. 관리유형과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공공 분야 관련 연구
김형돈(2020)은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하나의 조직형태를 갖는 단일유형과 둘 이상의
조직형태를 갖는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을 경제적·사회적 성과 차원에서 비교하였
다.93)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에 따라 경제적 성과 수준에 차
이가 나는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 외 이익, 총 이익 순으로 확인하였다. 경제적 성과
는 일관되지 않고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의 경우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전반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유형은 단일유형이나 복합유형 모두
높아서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자활기업을 포함한 유형이 낮았다. 영업 외
이익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포함된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
업이익과 영업 외 이익의 합인 총이익은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성과는 비교적 일관된 모습을 보였는데,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
조합일 때 사회적 성과 수준이 높으며, 이차적으로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성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 차이에 대
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공공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김인(2006)은 지방정부
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가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94). 공공서비스 유형을 4가지 유형(자율형, 상호
93) 김형돈. 사회적경제 단일유형 조직과 복합유형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
정학”, 제22권 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0. 81-113쪽.
94) 김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유형별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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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형, 협력과 조정형, 네트워크형)으로 나누어 서비스 유형이 자치단체의 서비스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형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Adjusted R²)이 다른 공공
서비스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
형에 설정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면 정부, 시민단체, 관련기업 상호 간에 협력이 잘되
어 있는 도시일수록 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형의 경우 모형의 신뢰도
가 0.05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0.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지방정부에 있어서 공공정책이나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활동 패턴은 서비스에 따라
다를 것이며, 어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나 다른 서비스분
야에서는 다를 수 있다. 이처럼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서
비스 전달과정의 참여자들과 그들의 활동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유
형 별로 서비스 성과도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 민간 분야 관련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민간 분야(기업)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인규, 김재윤(2018)은 우
리나라 서비스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기준으로 혁신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95) 계층적 군집분석인 Ward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혼용하여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혁신활동 유형을 소극형, 적극형, 다각형으로 분류
하고, DEA모형을 활용하여 분류된 기업들의 혁신활동 성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소극형 혁신 기업들은 정부지원여부가 효율성에 (+) 효과, R&D 비용은
효율성에 (-)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극형 혁신 기업들은 R&D 비용이
효율성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각적 혁신 기업의 경우 통계적으
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지
원은 기업의 혁신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극
형 기업들은 적극형·다각형 혁신 기업에 비해 혁신 인프라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정부지
원 여부가 혁신의 효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혁신 인프라가 안
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적극형·다각형 혁신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R&D 비용을
지출한다면,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당 연
구는 정부가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종식(2002)은 급변하는 기업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상실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에게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
석, “한국지방정부학회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51-75쪽.
95) 강인규·김재윤. 국내 서비스기업의 혁신 유형분류와 성과분석, “한국생산관리학회지”, 제29권 2호, 한국생
산관리학회, 2018. 169-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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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하고자 하였고, 이러
한 사실에 입각하여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통
합적 인적자원관리의 유형을 규명하고 어느 정도 그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96). 통합적 인적자원관리의 유형을
폐쇄몰입형, 개방탄력형, 빈약형, 보수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는데, 공격형 전략인 기업에 있어서는 개방탄력형이었고, 방어형 전략인 기업에 있어
서는 빈약형 인적자원관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자원관리의 유형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격형 기업전략인 기업에 있어서는 개방탄력형과 폐쇄몰
입형의 순으로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방어형 기업전략인 기업에 있
어서는 폐쇄몰입형과 개방탄력형의 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직무
몰입에 있어서는 기업전략에 관계없이 폐쇄몰입형과 개방탄력형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격형 기업전략인 기업이 방어형 기업전략인 기업보다
도 유용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개별적 인적자원관리의 한계점
을 극복하여 통합적 인적자원관리의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용성을 규명함으로서 기업내
인적자원관리의 담당자가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수열(2015)은 국내 공급사슬 거래 관계(구매-공급)의 상생협력 유형을 규명하고 유
형별 특성과 성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상생협력 유형 파악과 특
성의 이해를 통해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97) 상생형 공급
사슬 관리 유형을 협력선도형, 협력방관형, 신뢰집중형, 실무협력형으로 분류하고, 유형
별 성과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생협력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성과에 차이가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협력선도형 집단의 성과가 협력방관형 집단보다 높
았으며, 이는 협력이 공급사슬 전체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해주
는 사실이 된다. 이 사실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의 긍정적인 영향
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점은 기존 다른 문헌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품질, 유연한 성과, 고객만족 성과가 협력 유형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 특히 협력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급사슬 관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접근법 또는 전
략이 다양하며 기업, 거래관계의 특성과 추구하는 성과차원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생협력이 공급사 성과향상뿐 아니라 공급
사 역량개선을 통해 구매기업에 긍정적인 부메랑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
을 단순히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 등의 대상이 아닌 공급사슬 전체의 역량개선을 위한 투
자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하였다.
96) 고종식. 인적자원관리의 유형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5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02.
97) 이수열. 상생협력 공급사슬 관리의 유형과 성과: 내부 프로세스 통합, 조직시민행동, 생산운영 성과의 실
증분석, “대한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대한경영학회, 2015. 41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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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량도(2009)는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성과관리 유형을 제안하고 각 성과관리
유형과 기업 경영성과와의 관련성 및 조직특성의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관
리 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98) 성과관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종합성과
성과관리시스템과 인사제도간의 연계성을 두 축으로 하여 성과관리 유형을 종합형, 전략
형, 전통형, 형식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조직특성 변수들 중에서 산업특성, 규모, 성
과관리 도입기간, 기업전략유형에 따라서 성과관리 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성과관리 유형은 조직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조직들이 형식형 목표관리 또는 전통형 목표관리 유형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종합
형 성과관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각 조직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관리를 전개해야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성과관리 유형을 세분화한 경우에는 경영성과와의 관
계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산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 유형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도 부분적으로 가설이 채택됨으로써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유형을 적용하
는 것이 효과적인 실행방안이 될 것이라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박주승·이건우(2007)는 조직문화 유형들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관련되었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99) 또한 조직문화 유형과 노사분쟁과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분석
을 통해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직문화 유형을 관계지향형, 과업지향형,
혁신지향형, 위계지향형으로 구분하고 실증분석을 수행 결과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성과
의 관계에서 조직문화 유형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
한 노사분쟁이 있었던 기업과 없었던 기업과의 차이에는 관계지향형 문화, 혁신 지향형
문화, 그리고 위계지향형 문화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지향형
문화의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쟁 빈도와 노사분
쟁 강도는 조직성과(직무 만족도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조직문화 유형 중 관계지향형, 혁신지향형, 과업지향형 문화는 각 차원에서 보면 통
계적으로 직무 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조직문화
발전 방향 모색 및 조직성과(재무성과와 직무 만족도) 관리라는 조직들이 추구하는 또
다른 기업조직 내/외적인 경영혁신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허성욱·최재송(2019)은 조직문화를 집단형, 발전형, 시장형, 위계문화형으로 나누고 해
당 유형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진성리더십이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분석하였
다.100) 분석결과, 시장과 위계문화가 조직성과와 긍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네 가지

98) 류량도. 성과관리 유형과 경영성과, “경영관리연구” 제2권 1호, 성신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2009. 1-24쪽.
99) 박주승·이건우. 조직문화 유형이 노사분쟁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47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93-122쪽.
100) 허성욱·최재송. 조직문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서 진성리더십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공공관리학보”, 제
33권 2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37-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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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조직문화가 진성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진성리더십은 모든
모델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집단, 발전, 그리고 위계
문화와 관련하여 진성리더십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으며, 시장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완
전매개효과를 보였다. 해당 연구는 세분화된 조직문화 유형의 역할을 살피고, 진성리더십
이 조직문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진성리더십 형성 요인 탐색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조하
였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조직문화는 부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적절한 수준의 문화는 긍
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혁신을 위한 정책 및 관리방안
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에는 조직문화간의 관계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균형적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지운·강성민(2010)은 국내 IT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IT서비스 기
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하고자 하였다. IT서비스의 유형을 시스템통
합, IT컨설팅, IT아웃소싱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IT서비스 유형에 따라 경쟁력 요인들이
무엇이며, 또 이들은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와 어떤 연관 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해 연구
하였다. 종합적으로 시스템통합의 경우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 모두에 있어 제도
환경 경쟁력과 관련 지원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컨설팅의 경우 비재
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 모두 제도 환경 경쟁력, 수요조건 경쟁력, 경영여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아웃소싱 유형의 경우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에 동시에 중요한 요인은 관련 지원 경쟁력과 경영여건 경쟁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통합 서비스 경쟁력은 관련 지원 경
쟁력과 제도 환경 경쟁력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해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IT컨설팅 유형은 수요조건 경쟁력, 경영여건 경쟁력, 제도 환경 경쟁력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비재무적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IT아웃소싱 유형은 생산조건 경쟁력, 관련
지원 경쟁력, 경영여건 경쟁력, 제도 환경 경쟁력으로서, 수요조건 경쟁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적 성과
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주요
의의는 IT서비스 유형별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전략 수행에 있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특정
요인들에 좀 더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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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존 연구 요약
구분

분야

김인
(2006)

연구 대상

정책 유형 구분
자율형, 상호의
존형, 협력과 조
정형 ,네트워크
구축형

공공서비스 유형
공공

김형돈
(2020)

정량분석 방법

분석 내용

회귀분석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
에 있어 거버넌스 유형이 성과
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적경제조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
차원에서 비교
국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기업들의 혁
신활동 성과를 효율성 측면에
서 분석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

단일유형,복합
유형

회귀분석

강인규·
김재윤
(2018)

혁신활동
유형

소극형, 적극형,
다각형

군집별 효율성
분석, Tobit 분
석

고종식
(2002)

인적자원
유형

폐쇄몰입형,개
방탄력형,빈약
형,보수형

상관분석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에서 유
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

이수열
(2015)

공급사슬
관리 유형

협력선도형,협
력방관형,신뢰
집중형,실무협
력형

군집분석, 분산
분석

상생협력 공급사슬 관리의 4가
지 차별화된 유형 도출 및 유형
별 특성을 ANOVA로 분석

성과관리
유형

종합형,전략형,
전통형,형식형

Split, 교차분
석, 분산분석,
GLM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과
관리 유형을 구분하고 기업 경
영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

조직문화
유형

위계지향형,혁
신지향형,과업
지향형,관계지
향형

상관분석, 회귀
분석, 분산분석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성과 관
계 분석

조직문화
유형

집단형,발전형,
시장형,위계형

편상관분석, 회
귀분석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성과간
의 관계 탐색

IT서비스

통합형,컨설팅
형,아웃소싱형

요인분석, 회귀
분석

IT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서
비스 유형과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 연구

탐색적 요인분
석, 위계적 회
귀분석

내부·외부 IT거버넌스의 유형
별 최적의 조합 도출과 이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회귀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국내 기업들의 소유유형을 분
류하고 유형별 경영성과와 상
관관계 분석

조직
관리
유형

류량도
(2009)
박주승·
이건우
(2007)

기업

허성욱·
최재송
(2019)
이지운·
강성민
(2010)
박지훈·
함주연·
구윤모·
이재남
(2016)
김아리·
조명현
(2010)

서비스
유형

소유
유형

IT
거버
넌스

내 중앙집중형,분
부 산형,혼합형
외 독립형,한정적
부 거래형,내재형

기업소유
유형

소유경영일치
형,소유경영분
리형

박지훈·함주연·구윤모·이재남(2016)은 내부와 외부의 IT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유형을
기존 문헌에 기초하여 식별하고, 식별된 거버넌스 유형들 간의 조합이 기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101) 내부적 IT 거버넌스 유형의 경우 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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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고, 외부적 IT 거버넌스 유형의 경우 독립형, 한정적거래형, 내재형으로 구분
하여 이들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내부 IT 거버
넌스 유형이 중앙집중형일 경우, IT 아웃소싱에 있어서 최적의 외부 거버넌스 유형은 독
립형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
고, 반면에 현재 기업 내부 IT 거버넌스 유형이 분산형일 경우에는 외부 IT 자원에 대한
최적의 거버넌스 대안은 한정적 거래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끊임없
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따라 IT 자원의 활용방식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 최
적의 내부 및 외부 IT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중요한 실무적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아리·조명현(2010)은 국내 기업들의 소유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102). 소유주가 경영에 참여하는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소유유형을
‘소유경영일치기업’과 ‘소유경영분리기업’으로 구분한 후, 다중회귀분석과 기업의 개별효
과를 고려한 패널데이터 분석 및 내생성을 동시에 고려한 도구변수-2단계 최소자승법
(two-stage least squares) 분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소유경영일
치기업의 경영유형을 소유경영자의 경영참여 방식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소유직접경영과 주주가 단순히 전문경영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유간접경영으로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환
위기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소유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소유경영일치형태
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유경영일치기업의 형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유직접경영과 소유간접경영간에는 경영성과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소유경영일치기업내의 전문경영인은 소유주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환경에서 소유경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소유경영기업 내 전문경영인의 역할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 분석방향 설정
(1) 문화예술산업의 성과 측정
성과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Glunk & Wilderom(1999), Morin et al.(1994), Pritchard(1992)는 효과성, 생산
성, 효율성, 건전성, 우수성, 질(quality), 경쟁력, 성공 등으로 성과를 간주한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Burke & Litwin, 1992; Sellani, 1994; Sutton, 1999; Werther, Kerr, &
Wright, 1995)은 효과성과 성과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반면에 Arrington, Gautam,

&

McCabe(1995)은 성과를 효율성, 생산성, 품질 등을 포괄하는 효과성 그 이상의 광범위
101) 박지훈·함주연·구윤모·이재남. 정보기술 아웃소싱에서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정보기술 거버넌스 정렬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17권 5호,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16. 107-128쪽.
102) 김아리·조명현. 기업의 소유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학술대회 발
표논문집”, 한국전략경영학회, 2010. 190-215쪽.

69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Goddard

&

Powell(1994),

Sink,

Tuttle,

&

DeVries(1984)는 성과를 효율성이나 생산성 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성과 측정은 목표 달성을 측정하고, 절대적 표준이나 혹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표준에 따른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방법의 활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의 모든 양상을 계량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과 측정의 핵심적
인 문제점이다(Fenwick, 1995: 107). 또한 성과 측정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느
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 사용되는 표준이나 측정방법이 평
가에 있어서 중요하다. 어떠한 표준이나 평가방법이 사용될 것인가는 활동의 종류나 평
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Sharkansky, 1982: 193). 본 연구는 지식재산정책 운영과
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 조직 관리 유형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정책의 목표
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선행되어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성과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관찰된 문화예술산업의 매출액, 부가가치 등의 변수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성과 변수는 효과성에 해당하며, 이를 산업의 정량적 성과 지표로 측정
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해당 산업의 성과 변수를 활용한다.
(2) 정량분석 방향
<표 4-3>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관리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했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정량적 분석 방법의 공통점은 관리
유형과 성과의 상관성을 통해 관리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이며, 차이점
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달리 통계적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관리유형과 같은 범주형
변수와 성과와 같은 연속형 변수의 상관성은 분산분석(ANOVA)과 같은 관리 유형에 따
른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 다만,
ANOVA 분석은 관리 유형에 따른 성과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인과관계
분석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유형별로 성과의 평균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 가깝다. 관리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을 활용해
지식재산정책유형이 문화예술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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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방법
1. 자료
(1) 분석자료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에 따른 문화예술산업의 성과 차이 분석을 위해
국가별 자료를 활용한다. 즉, 국가별로 다른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에, 각각의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를 적용하는 국가별로 문화예술산업의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OECD 국가별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대상은 OECD 주요
국가로서 저작권 분야 정책 추진체계 연구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정한다. 이를 분석하
기 위한 기간은 가용한 자료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의 자료를 활용한다.
UNESCO 자료는 가용한 자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이므로, 3년간 자료를
활용한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정책 성과의 대리 변수로 문화예술산업의 성과
지표를 사용한다.103)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산업 통계(STAN Industrial Analysis)상의
콘텐츠 및 오락 산업이 포함된 문화예술산업(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libraries, archieves, museums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gambling and betting
activities)의 명목 총생산액(Production, Current price)과 부가가치액(Value added,
Current price) 자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또한 UNESCO 데이터베이스의 문화예술산
업 고용(Cultural employment) 카테고리 중에서 전체 고용에서 문화 부문 고용이 차지
하는 비중(Percentage of persons in cultural employment) 자료를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UNESCO 자료의 경우 콘텐츠 및 오락 산업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된 범위의 순수 문화
예술산업 자료에 해당한다. 산업의 성과는 해당 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 등 금액적인 성
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UNESCO 자료의 경우 매출액, 부가가치와
같은 금액 기반 규모 성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고용 자료를 성과 자료로 활용
했고, OECD 자료 보다 표본 국가와 시계열이 크게 부족해 UNESCO 자료로만 별도의
분석을 실시했다.

103) 연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종속변수로 문화예술 발달을 나타내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만, 획득가능
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OECD 자료는 순수 문화예술산업과 콘텐츠 및 오락산업이 혼재된 자료를,
UNESCO 자료는 좀더 제한적 범위의 순수 문화예술산업에 해당되는 분야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렇듯 종
속변수가 포함하는 자료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이용어를
문화예술산업으로 통일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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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앞의 2장에서 분류한 분리형과 통합형의 2가지로 구분했다. 따라서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구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다.104) OECD 국
가 37개 중 OECD 자료는 21개 국가를, UNESCO 국가는 15개 국가를 포함한다. 포함
된 국가의 목록은 <표 4-4>와 같다.
표 4-4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과 국가
유형

분리형

OECD 자료(21개국)

UNESCO 자료(15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
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 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포루투갈, 슬로바키
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
아, 스페인

영국, 벨기에, 독일105), 헝가리

통합형

벨기에, 독일, 헝가리

2 분석 모형 및 추정 방법
(1)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정책 유형이 문화예술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회귀모형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OECD 자료를 활용한 분석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패널 회귀모형 식을 적용한다. 아래의 식에서 정책추진체계 유형을 나타내
는 설명변수(X)의 계수(β)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면, 지식재산정책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산업의 성과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단,  : 문화예술산업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 정책추진체계 유형(더미변수)
 : 국가,  : 연도,  : 상수항,
 : 정책추진체계에 따른 문화예술산업 성과 영향 계수,
 : 국가별 특성,  : 연도별 특성, : 확률적 오차항
104) 더미변수(Dummy Variable)란 두 가지 범주형 구분을 수치로 나타낸 변수로, 0 또는 1의 값으로
구성된 변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가 더미변수로 설정되며, 가령 분리형일 경
우 1의 값을, 통합형일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 형태로 설정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105) 독일의 경우 특허청에서 저작권 등록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의 측면에서 ‘통합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박대식 외(2005)의 본래 분류에선 분산형에 속해
있었지만, 이는 종자 등 전통적 지식재산 이외의 확장된 개념을 적용했을 때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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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방법
위 식의 추정을 위해서는 국가별 차이와 연도별 차이를 통제할 수 있는 패널 회귀모
형 추정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패널 회귀모형 추정 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
(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종속변수의 국가와 연도에 따른 차이를 더미변수로써 통제하는 방법이며, 임의효과 모형
에서는 이를 확률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종속변수의 국가별 차이와 연도별 차이가 확연
히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가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 결
과 대비 정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시한다. 다만, UNESCO 자료의 경우 3년간의 불균형 패널 자료이며, 자료 수가 29개
로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연도와 국가를 더미변수로 통제한
OLS(ordinary least squares: 통상최소자승법)모형을106) 활용하여 분석한다.

106) 회귀분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료의 형태나 특성, 분석하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합한 회귀분
석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몇 가지 이론적 가정이 만족될 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
이 OLS라고 불리는 선형회귀분석방법이다:김일중·김두열 편,『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II』, 해남, 2013.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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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량
종속변수인 문화예술산업 생산과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조정형>분산형>조
화형>집중형 순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분산형의 경우 생산액 비중은
1.12%, 부가가치액 비중은 0.63%로 나타났다. 조정형의 경우 생산액 비중은 1.30%, 부
가가치액 비중은 0.66%로 나타났다. 조화형의 경우 생산액 비중은 1.04%, 부가가치액
비중은 0.62%로 나타났다. 집중형의 경우 생산액 비중은 1.00%, 부가가치액 비중은
0.54%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산업 고용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조정형>분산
형>집중형>조화형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형의 문화 분야 고용 비중이 5.91%로 가장 컸
고, 조화형이 4.789%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표 4-5 지식재산정책유형별 종속변수 평균 비교
변수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생산액/전체GDP
(OECD)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

분리형

분리형

1.12%

조정형(coordination system)

1.30%

조화형(concerted action system)

1.04%

집중형(centralist system)

1.00%

분산형(pluralist system)

0.63%

조정형(coordination system)

0.66%

조화형(concerted action system)

0.62%

집중형(centralist system)

0.54%

분산형(pluralist system)

5.91%

조정형(coordination system)

6.78%

조화형(concerted action system)

4.31%

집중형(centralist system)

5.30%

1.93

통합형

문화 분야
고용비중
(UNESCO)

분산형(pluralist system)

F통계량*

0.86

통합형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부가가치액/전체
GDP
(OECD)

평균

분리형

1.15

통합형

* F통계량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에 따른 F통계량으로, 각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데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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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
OECD 자료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분산형/통합형 유형에 따라 문화예술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비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가
생산액 비중인 경우 분산형 국가가 통합형 국가 대비 0.627%p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종속변수가 부가가치액 비중인 경우 분산형 국가가 통합형 국가 대비 0.219%p 높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예를 들어, 통합형 국가의 문화예술산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라고 가정한다면, 분산형 국가의 경우 평
균적으로 문화예술산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27%, 부가가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9%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분산형 국가
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도 더미변수의 경우 2015~2017년 연도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Wald 통계량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나 모형의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OECD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생산액/GDP
(표본수:
147개)

설명변수

계수

t통계량

추진체계 유형더미
(통합형/분리형)

0.627***

8.33

2011

0.02

0.71

2012

-0.03

-1.15

2013

-0.06

-1.75

2014

-0.04

-1.30

2015

-0.17***

-5.28

2016

-0.20***

-6.24

2017

***

-0.17

-5.27

0.219***

8.33

2011

0.02

0.91

2012

-0.03

-1.41

2013

-0.04

-1.82

2014

-0.03

-1.70

연도더미

추진체계 유형더미
(통합형/분리형)

부가가치액
/GDP
(표본수:
147개)

연도더미

2015

***

-0.10

-5.26

2016

-0.14***

-7.33

2017

-0.13***

-7.11

Within R2

0.5624

0.5476

주1) ***: 1%에서 유의함, **: 5%에서 유의함, *: 10%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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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t통계량은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R2(결정계수)는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의
미하는 척도임

UNESCO의 문화예술산업 고용 비중 자료를 활용한 OLS 추정 결과, 조정형/나머지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정형 국가의
경우 나머지 유형 대비 고용 비중이 0.59%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정계수는
0.9961로 나타났고,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통계량도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UNESCO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

t통계량

0.590***

4.26

2014

-0.030

-0.15

2015

0.046

0.23

벨기에

0.070

0.51

체코

0.280**

2.02

덴마크

-0.537***

-3.13

문화 분야 고용/
전체 고용
(표본수:

핀란드

3.445***

24.90

프랑스

-0.620***

-4.48

29개)

독일

2.117***

12.34

헝가리

-0.225*

-1.63

이태리

0.385***

2.78

한국

2.505***

18.11

멕시코

4.935***

35.67

포루투갈

1.050***

7.59

슬로바키아

-0.340**

-2.46

스페인

-0.425***

-3.07

추진체계 유형더미
(조정형/나머지유형)

R2

연도더미

국가더미

0.9971

주1) ***: 1%에서 유의함, **: 5%에서 유의함, *:10%에서 유의함
주2) t통계량은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R2(결정계수)는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의
미하는 척도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OECD 문화예술산업 생산에 통합형/분리형
으로 구분된 정책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통합형과 분리형의 구분에 따라 문화예술산업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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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정책유형에 따른 매출 성과차이는 지식재산정책을 분리형으로 관
리하는 국가가 통합형으로 관리하는 국가 대비 해당 국가의 전체 산업에서 문화예술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을 0.627%p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 또한 분리형 국가
가 통합형 국가 대비 평균적으로 전체 GDP에서 문화예술산업 부가가치 금액이 차지하
는 비중이 0.219%p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재산정책을 분리형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체 산업에서 문화예술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
만, OECD 문화예술산업 통계는 콘텐츠 및 오락산업까지 함께 포함한 통계이므로, 해당
분석 결과가 지식재산정책 유형이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라 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정책 유형별 문화예술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와 추정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각각 <그림
4-6>, <그림 4-7>과 같다. 각각의 그림에서 실제 자료는 <표 4-5> 자료에 대한 그래프
이며, 추정 결과는 분리형의 평균 비중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계수 값을 빼준 값
에 해당한다. 즉, <그림 4-6>에서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분리형 국가
의 평균적 비중이 1.1%라면, 통합형 국가의 경우 이보다 0.627%p 낮은 약 0.473%에
해당한다는 추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7>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작
성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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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30%
1.30%
1.20%

1.12%

1.10%
실제 자료

1.04%

1.00%

1.00%
0.90%
0.80%
분산형

조정형

조화형

집중형

분리형

통합형

1.40%
1.20%
1.00%

0.627%p

0.80%
추정 결과

0.60%
0.40%
0.20%
0.00%
분리형

통합형

그림 4-6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별 성과 차이 추정 결과(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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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0.66%

0.66%
0.64%

0.63%

0.62%

0.62%
0.60%
0.58%
실제 자료

0.56%

0.54%

0.54%
0.52%
0.50%
분산형

조정형

조화형

집중형

분리형

통합형

0.70%
0.60%

0.219%p

0.50%
0.40%
추정 결과

0.30%
0.20%
0.10%
0.00%
분리형

통합형

그림 4-7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별 성과 차이 추정 결과(부가가치)

순수 문화예술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조정형으로 지식재산정책을 관리
하는 국가의 전체 고용에서 문화예술 분야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타 유형 관리 국가
대비, 평균적으로 0.59%p 높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분석결과는 조정형 관리 시 타
유형 관리 대비 순수 문화예술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다. 다만, 해당 분석의 경우 UNESCO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대상 기간이 2013~2015
년으로 짧아 표본수가 29개로 적으며, 분석대상 국가도 15개 국가로 OECD 자료 대비
국가 수도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 본 분석결과는 저작권 분야와 산업재산
권 분야의 관리를 구분하고, 조정기구를 두는 방식이 각각 문화예술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의 근원적 발전을 견인해 문화예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으로 풀이된다. 지식재산정책 유형별 콘텐츠 산업을 제외한 순수 문화예술산업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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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와 추정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에서 실제 자료는 <표 4-5> 자료에 대한 그래프이며, 추정 결과는 분리형의
평균 비중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계수 값을 빼준 값에 해당한다. 즉, 조정형 국가
의 평균적 문화예술산업 고용 비중이 약 6.78%라면, 통합형 국가의 경우 이보다
0.59%p 낮은 약 6.19%에 해당한다는 추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7.50%
6.50%

6.78%
5.91%
5.30%

5.50%
4.31%

4.50%
3.50%
실제 자료

2.50%
1.50%
0.50%
분산형

조정형

조화형

분리형

집중형
통합형

8.00%
7.00%
6.00%

0.59%p

5.00%
추정 결과

4.00%
3.00%
2.00%
1.00%
0.00%
조정형

나머지유형

그림 4-8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별 성과 차이 추정 결과(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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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적절성 검토
본 연구는 각 나라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전통적 지식재산권인 산업재산
권과 저작권의 관리유형을 중심으로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추진체계의
차이에 따라 문화예술 부문의 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양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분리형 지식재산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통합형 국가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성과는 조
정의 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이 더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조정형과 분리형의 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 성과 등의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산형 정책 추진체계가 문
화예술 등 창작 생태계와의 연계성이 강한 저작권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선 물론 세심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정책 추진체
계의 차이가 각 나라의 지식재산 역량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저작권 분야의 특성이 강조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어도 분리형 추진체계의 우위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
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작권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으로의 특
성 때문이다. 철저하게 배타적인 권리 보호에 집중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저
작권의 활용에 따른 이익을 보편적인 국민이 누림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창작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저작권 정책은 저작권자의 보호에만 한정되지
않고 저작권의 활용과 공정한 이용 등 보다 넓은 생태계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문화
예술의 발전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더불어, 저작권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문
화 자본의 사회적 축적과 창작 저변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분리형 거버넌스가 지식재산정책의 모든 방향성에서 강점을 갖는다고 보긴 어렵다. 영
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지식재산정책을 통합, 혹은 조정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각 국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과 거래 등 연계 산업
의 발전이 새로운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토양을 만들어내기 위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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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현재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우선적인 필요와 정책적 맥락이다. 한국은 적극적인
R&D 투자로 산업재산권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켜 오면서 문화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성취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의 성과
가 높아지며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소프트파워 측면에서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문화 부문의 성장은 기존의 과학 중심의 성장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 부문의 역량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
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역량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의 정책 지형에서 중요한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양적 분석에 앞서 진행한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분리와 통합이란 관
점을 넘어서서, 정책의 전문성이란 관점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의 권리의 특성상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기울이는 나라가 문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저작권 관련 정책 추진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
가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문화 정책이 중요한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자
리잡고 있었고, 그 틀 안에서 저작권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관련 기
획 및 실행체계(한국저작권위원회), 보호체계(한국저작권보호원)를 모두 별도의 행정기관
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운영을 ‘비효율’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의 대부처 통합 방식의 신공공관
리론적 시각의 연장에 불과하며, 이미 그 방식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
황이다. 대부처주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비효율과 정책 소외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공공가치론의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고, ‘애자일(Agile) 공무원’과 같
이 새로운 협력의 역량 강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기구 통
합을 통한 내부 거버넌스 개선만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부처에 속한
주체들이 문제 해결형 TF 조직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의 실행을 위한 조정기구
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
업혁명특별위원회 등의 규제개혁 해커톤과 같은 방식으로 시도된 바 있으며, 규제 샌드
박스와 같은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이슈들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문제해결형 거버넌스의 작동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한국이 그동안 지속해온 분리형 지식재산 추진체계의 강점을
살리고, 새롭게 제시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의 전략을 방향의 적절성을 확인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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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재산 거버넌스 개선방향
현재 한국은 분리형 추진체계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거버넌스 운영의 개선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와 관련
되는 것이다. 현재의 분리-조정형 추진체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는지에 대한 진
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분리형 체계의 비효율과 한계에 대한 지적은 신공공관리론
적 ‘대부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문화 행정 입장에서의 전문성과 그 성과에 대
한 존중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흐름 때문일 것이다.
먼저 지식재산 자체가 중요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이 연계되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최근들어 ‘콘텐츠 지식재
산’의 활용이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콘텐츠 지식재산(Content
Intellectual Property, 이후 콘텐츠 IP로 표기)이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
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묶음(portfolio)으로서, 저작권(저작재
산권)과 상표권을 권리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107)
콘텐츠는 또한 캐릭터 및 표제(타이틀)를 활용한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의 상표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상품(식음료, 의
류, 완구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산업 부문이 바로
‘라이선싱(licensing)’ 산업이다. 전통적으로 작가의 작품으로 여겨졌던 ‘저작물’이 ‘상표’
와 결합하면서 이종간의 산업 연계가 나타나는 현상이 콘텐츠 산업에서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IP 산업의 관점에서는 분명 상표권과 저작권의 관리가 분
리되어 있는 상황에 일부 불편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의 문제보다는 해외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에 있어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동시에 확인
하고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들이 존재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저작자들이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
기는 문제들이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가는 중이다.
콘텐츠 지식재산의 사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이 연계
되어야 할 경우, 산업재산권 정책 추진체계와 저작권 정책 추진체계가 상호 이해가 부족
하면서 생기는 지연과 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지연과 지체가
‘통합’되어 있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부처에 있더라도 부서에 따른 사
일로(silo)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협력의 지점이 있는지를 발굴하
고 연계하는 ‘조정’의 정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지식재산
107) 이성민·이윤경,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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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을 현재의 자문위원회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국무총리와 민
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질적인 실행 기능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의 조직 구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의 구성은 보호정책-창출정책의 두 축이 중심을 이룬다. 현
재 제기되고 있는 실질적인 ‘조정’과 ‘연계’의 수요는 보호와 창출을 넘어선 ‘활용’에 있
다. 앞서 검토한 지식재산 지수에서도 한국의 취약점은 지식재산의 ‘산업화’ 부문의 기반
부족에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실행 능력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이러한 ‘위원회’ 조직의 한계는 지식재산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바뀌는
시기마다 조직 개편 이야기가 등장하는 ‘개편의 비효율’도 무시하기 어렵다. 통합 이후
실제로 정책적 융합을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정책 지연의 문제도 존재한다. 국가 전체
적으로, ‘조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역량의 투입을 위한 고민을 발전시
켜 나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위원회 구조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보였던 사례 중 하나로 검
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체
계를 정비했던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들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을
구체화하고 관련 분야의 작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
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
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108)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규제혁신 5법109)이 2018년 3월 통과되었고 이를 근거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체계의 특징은 5개의 전담부처가 중심이 되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부처 협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한 전담기관의 신청 접수 기능과 심의위원회의 특례
심의 기능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1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규제샌드박스” 2021.2.17.자.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
do?newsId=148857563>
109) 규제혁신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금
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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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도
출처: 국무조정실(202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활동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사례는 실질적 ‘조정’을 위한 정책
의제 설정과 실행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막연한 ‘조정’이 아니라, 실
제로 ‘규제 혁신’이란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부처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이를 법제
화를 통해 체계화했으며, 조정의 주도권과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내어 실제 작동이 가능
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현황을 검토하면, 각각의 사업들
이 개별 부처 단위의 사업들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로 분절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정책의 중점이 발굴된 이후, 이를
실행할 부처가 결정되기보다 개별 부처의 계획이 취합되는 방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조정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작업은 부처에 관계없이 국가적 의제로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단계의 작업과 발굴된 작업의 실행 조직이 식별되고
업무가 배분되는 단계의 작업이 적절히 분리되고, 이 작업이 문제해결형 조직(TF)의 형
태로 유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나 정책 계보의 경
로의존을 벗어난 보다 총체적인 지식재산정책이 구상과 실행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환경에서 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는 더 이상 개별 부
처에 한정되지 않는다. 2016년에 발표된 제2차 국가지식재산계획과 이후의 연차별 시행
계획에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식재산정책의 의제도 단순 ‘창
출’을 넘어서서 관련 비즈니스의 육성과 활용의 활성화로 확장되면서, 이해관계자의 범
위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부처간 조정을 넘어선 민간과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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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주체들의 관계를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처 협력이 필요한 의제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TF를 부처 협력형으로 구축하는 실험들을 보다 활발
히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점차 주목을 받는 분야는 IP 전략 자산화, 지식재
산의 글로벌 진출 강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공정 생태계 조성 등이고110), 이들은 모
두 개별 부처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이슈들이란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
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제3차 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해결
형 TF 구축을 명시화하고, 미래 IP 전략을 위한 핵심 의제의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
한 거버넌스 구조 자체의 구축 자체를 사업의 내용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디지털 경제의 확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
며, 그 정책 범위는 개별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광범위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개별
지식재산 분야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의 깊이도 보다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 생태계의 건
강성은 결국 각 지식재산별로 구축되어 있는 생태계의 활성화에 대한 전문화된 정책 개
입과, 확장되는 의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에 달려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선, 전문성과 협력을 조화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1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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