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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전 세계적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과거에는 국내 문제로만 

여겨졌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는 주변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건조화로 인한 황사가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성비로 인한 산림 고갈의 문제, 산업 폐기물에 의한 공기 오염, 
수질 오염이 농수산물을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1)

1) 김병일,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 ｢창작과 권리｣ 2017년 여름호(제87호), 2017, 19-20면.

요    약

특허발명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TRIPS협정의 본

래 취지는 지재권자의 권리 및 의무가 지재권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균형을 이루

는 것에 있다. TRIPS협정체제는 일정한 경우 특허를 제한 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서 각 국가들에게 건강이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허 보호는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특허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로열티의 

설정으로 인한 특허발명에 대한 접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허보호와 혁신의 문제 

중심으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권이나 환경 등과 같은 시점을 추

가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유연성과 그러한 사회정책 수단을 통하여 의약품뿐만 아니

라 친환경기술의 접근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기술을 둘러싼 남북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기술이전의 

상황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기술의 특허보호는 관련 기술

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과 높은 로열티는 친환

경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글은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

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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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주원인의 하나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정체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및 2015년의 파리협정이

다.2) 파리협정이 2016.11.4.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기후체제가 가동되었다. 파리협

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과 기술, 역량배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기술

개발과 이전이 핵심이라는 장기전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들끼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파리협정 제10조). 그러나 온실가스저감기술이나 환경에너지 기

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국제적인 남북갈등이 심화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리협정은 혁신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특허권 문제와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규정하

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친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이하 

“EST”라 함)3)의 남북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기술이전의 

상황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기술의 특허보호는 관련 기

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과 높은 로열티는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

근성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UNFCCC(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 의정서’ 및 파

리협정에 대한 설명은, 박시원,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

점,” 환경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12, 149면 이하; 강준하, “CBRD원칙과 파리협정,” ｢홍익법

학｣ 제17권 제1호, 2016, 135면 이하 참조.
3) 친환경기술(EST)의 대표적 기술인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 또는 ‘온실가스 저감기

술’(greenhouse gas mitigation technology)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술을 

의미하며 크게 에너지효율기술(energy efficiency technology), 대체에너지기술(renewable energy 
technology), 그리고 온실가스 저장 및 제거기술(capture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등의 세 가

지로 구분된다. 신의순⋅김호석,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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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후변화 약과 기술이

1. 개 요

유엔기후변화협약에는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지적재산권

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교토의정서도 마찬가지다. 2007년 당사국총회(COP 
13)에서 채택된 발리행동계획에서 제시된 협약이행 강화방안에는 EST의 개발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규정되어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원국

총회[COP1(1995)-COP16(2010)]의 기술이전 문제는 동협약의 핵심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온실가스저감기술이나 환경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친환경기술(EST)을 이

전하기 위한 펀드가 창설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4)

그러나 기본적인 기술이전의 상황인식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은 기술이전에 대한 체제에 관하여 기술이전은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이전은 아직 충분하지 아

니하며 기술이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개도국은 

특허권의 존재가 기술이전의 진전에 대한 장벽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로열티로 인한 비용 상승이 기술이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시하면

서, 그 대책으로 특허의 개방과 강제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은 유엔기후

변화협약 내에 TRIPS 협정의 의약품문제(AIDS 의약품에 대한 개도국의 강제실시)
에 관한 논의에서 주장된 것과 같은 논리로 환경기술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한 기

술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환경기술은 의약품과는 달리 기술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적재산권 특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개도국의 

관세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전은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기술을 선진국으로부

터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도국은 TRIPS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제

도를 TRIPS 협정의 개정 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에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선
진국은 지구온난화문제는 국제적으로 긴급하게 대처를 요하는 법세계적 문제라고 

항상 피력하여 왔기 때문에 개도국의 강제실시 수용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류병운, “WTO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 기술이전의 촉진,” 통상법률 제98호, 2011, 60면; 국
회입법조사처, 기후변화와 기술이전,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연구책임:임송택), 2010, 8-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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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기술이전에 대한 이해대립

(1) 선진국

미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세계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원천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다.5) 미국에서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혁신적인 저탄소 신기술로는 탄소 

고정 및 제거 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6) 기존의 연료겸용차(하
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기능을 합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태양열 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 기술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부의 지원 아래 지역별로 컨소시엄

을 구성해 탄소제거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일리노이를 중심

으로 한 중서부 지역에서만 탄소고정 및 제거 기술 개발에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연구비를 투자해서 이제는 거의 실용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오바

마 대통령은 국제협상에서 “미국의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천명하고, 강제할당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10년간 연간 150억 달러를 대체에너지 개발투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통해 약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미국 경제침체를 극복하

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7) 또한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개도국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일본기업은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 보

고 일본기업들은 미국의 정책전환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

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내부에서 기후변화 정책

에 대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기간에 그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5) 정연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관련 기술이전의 지적재산권 동향,” Law& Technology 제5권 2
호, 2009, 123면.

6) 미국 탄소고정 및 제거기술은 이산화탄소의 주 발생원인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

를 잡아내 환경에서 제거하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동 기술은 제거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빈 땅속이나 유전, 바다 밑에 가둬 환경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발전소 이

산화탄소의 고정과 제거에 관한 상업화된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 만큼 실현은 쉽지 않

다고 한다. 정연덕, 위의 글(주 5), 123면. 
7) 국회입법조사처, 앞의 글(주 4), 2010, 27-28면.
8) 정연덕, 앞의 글(주 5), 123면.



84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2) 중국 등 개도국의 입장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자금을 모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지원하

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UN은 2030년까

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 감축하는 데 2000억∼21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이 전망치를 근거로 새로운 

기금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고,9) 또한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절약기술과 신재생에

너지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을 무상으로 제공

할 것을 요구한 반면, 선진국은 기술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는 개발도상국의 

감축노력에 대한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 

(1) 개도국 재정지원 및 능력 형성

기후변화협약은 그 기본원칙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고 기술 

및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도국은 기후변화와 그 대응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선진국에 기금, 세제개편, 화석연료 생산 억제, 원자력 억제 등을 주장하

고 또한 개도국은 개도국의 능력형성, 기술이전, 개도국 보상 등을 위한 별도의 기

금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신규 펀드의 설치에 반대하고 지구환

경금융(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10)

(2) 자금지원과 기술이전

개도국의 배출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자금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개도국은 기술이전 메커니즘, 기술이전 펀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

는 반면, 선진국은 기술수요 파악,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기술이전, 능력형성 

등과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간 패널의 설치를 주장하던 개도

국이 입장을 양보하고 미국 등이 주장한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을 수용. 전문가 그

9) 2010년 칸쿤회의(COP 16)에서 녹색기후기금의 채택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류병운, 앞의 글

(주 4), 62-63면; 정연덕, 앞의 글(주 5), 124면. 
10) 신의순⋅김호석, 앞의 책(주 3),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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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은 총 2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결정. 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GEF가 담당하고 기금은 기후변화 특별기금 및 기타 국가의 자발적 재원으로 조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1)

(3) 지원제공을 위한 지원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협약에 근거하여 제4조에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무상 또는 양

허적 조건의 제원제공을 위한 지원체제(Financial Mechanism)를 규정하고 있고, 이
를 위해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이 임시재정체제로 지정하

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선진국은 개도국이 당사자회의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총 부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추가적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위한 재원도 제고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이 

그 악영향에 적용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도

국에게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제공하여

야 한다. 
2009년 COP 15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의 이전을 촉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해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규모로 지원할 것을 합의하였다.12)

(4)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는 또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의무이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채택하였다.13) 

(5)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위한 강제실시 규범 개정

UN기후변화협약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경

우 강제실시권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지구의 

11) 신의순⋅김호석, 앞의 책(주 3), 64면.
12) 국회입법조사처, 앞의 글(주 4), 38면.
13) 박지현, WTO협정과 다자환경조약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5, 116-117면; 국회입법조사처, 앞의 글(주 4), 1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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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Friend of Earth)들은 TRIPS 협정14)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에 대하

여는 강제실시권이 적용되어 쉽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

면, 선진국은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이 초창기이므로 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이러한 

분야에는 강제실시권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15) 실질

적인 기술협력과 기술개발 및 이전의 극대화를 위해,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재
원’ 연계의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파리협정 하에서는 기술개발 및 이전은 온실가

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

다.16) 
환경기술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Rio환경회의에서 특기해야 할 사항의 하나

로는 친환경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른바 

강제실시제도를 제안된 바 있다.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북경 고위레벨회의

는 국제적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와 UN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기술이전⋅보급에 관한 장애를 극복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성명

에 합의하였다. 이 북경회의에서 기술이전과 지재권에 관하여 개도국은 일부 친환

경기술은 개도국이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것이며, 지적재산이 기술이전의 장벽이 

되고 있고, 환경문제에 불가결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현재개발 

중인 신기술과 Know-how를 강제적으로 개도국과 공유(共有)를 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기술은 공공재(公共財)이며, TRIPS 협정 제31조의 공적⋅비상업적 이용에 관

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개도국은 지적재산권이 기술접근에 대한 제약을 

통해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도국의 시장접근 및 환경파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중요성, 지적재산권의 개

방, 지적재산권에 개방과 관련한 강제실시 등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17) 
이에 대하여 선진국은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TRIPS 협정의 본래 취지는 지

재권자의 권리 및 의무가 지재권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균형을 이루는 것임에 

14)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r. 15,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C, Legal Instruments-Results of 
the Uruguay Round vol. 31, 33 I.L.M. 81 (1994).

15) 정연덕, 앞의 글(주 5), 124면.
16) 김병일, 앞의 글(주 1), 19-20면.
17) 손승우,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조화,”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1호, 2010,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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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동의하면서도,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R&D를 회수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

한 기본 툴이며, 지적재산의 적절한 보호를 통한 사업환경의 정비는 민간기업에 

의한 지속가능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의약품특허와 달

리 친환경기술(EST)의 특허권은 거래가격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허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픈 인벤션 등의 know-how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특정 및 

가격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술의 공여자측과 수용자측이 비즈니스로서 기술이

전을 행할 의지가 없으면 기술이전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강

제실시로는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술보유기업

이 당해 시장을 회피하는 행동을 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효

과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18) 

Ⅲ. TRIPS 정과 친환경기술의 기술이

1. TRIPS 협정과 강제실시19)

TRIPS 협정은 강제실시에 대해서 제1조(의무의 성질과 범위), 제7조(목적), 제8
조(원칙), 제30조(부여된 권리의 예외), 제31조(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다른 사용) 등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8조 제1항은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양

립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과 영양 상태를 보호하고, 자기 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WTO회원국은 공중 보건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 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국내법으로 취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20) TRIPS 협정 제31조는 권리자의 승

인 없는 기타 사용이라는 제목하에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18) 또한 2008.12.9.에 발표된 ‘BUSINESSEUROPE, IIPPF, THE U.S. CHAMBER OF 
COMMERCE’의 ｢비즈니스 3극의 공동성명문｣은 강제허락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기
술은 지적재산권과 다양한 knowhow의 집합체이며, 획일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적인 실시(license)와 매치의 대상을 특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기술이전을 촉

진하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강제적 실시허락과 매수는 인정될 수 없다. 
19) TRIPS 협정 제31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병일, 앞의 글(주 1), 31-39면.
20) 김원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43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7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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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TRIPS협정 제31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실시

권을 발동할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제31조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기준을 회원

국 정부의 판단에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 혼란과 분쟁이 야기

되고 있다.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TRIPS 협정의 본래 취지는 지재권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지재권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의약품 관련 기술이나 친환경기술의 이전촉진을 위한 TRIPS 협정의 보완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개도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가 기술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TRIPS 협정이 기술이전에 관한 제

반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어 협정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특허 관련조약에 강제실시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이 그 최초의 것이다. 파리협약상의 강제실시제

도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21) 그런데 TRIPS 협정체제는 일정한 경우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제

도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서 각 국가들에게 공중보건을 지킬 수 있는 유연성

을 부여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반도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실시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강제실시를 발동할 때 부가하여야 하

는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TRIPS 협정상에는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 협정은 “강제실시”라는 용어 

대신 “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장치가 제대

로 작동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협정이 발효한 이후 지난 십여 년 동안 많은 개도

국들이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을 경험하였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2001년 도하선언을 통하여 강제실시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해법을 찾

을 것을 명시하고 이어서 2005년 TRIPS 협정에 대한 제1차 개정을 단행하여 문제

가 되어 왔던 국내실시의 원칙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은 

단지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에서 야기된 문제의 하나에 대한 보완일 뿐 

지재권과 공중보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불식시킨 것은 아니다.23) 

21) 파리협약 제5조A.
22) TRIPS 협정 제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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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태국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Kaletra)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발동

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하여 제약회사 애보트(Abbott)는 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선

언하였지만, 결국 칼레트라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판매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2005년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
에 대한 강제실시에 대한 논의가 되자, 태국, 중국, 타이 등은 강제실시를 발동하거

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구체적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타미

플루(Tamiflu)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로슈(Roche)는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 사이에 쉽게 퍼질 수 있는 유행성 독감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국의 의료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타미플루(Tamiflu)에 대한 강제실시에 대해

서는 많은 국제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24)

나아가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COP14에서 중국 등 개도국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CO2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CO2 mitigation technology)’
에 관한 지재권을 무상으로 개방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지재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선진국과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재권 제도 및 정책적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지재권의 공익적 성격에 기저를 두고 있는 강제실시에 대한 논의는 

종래의 공중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및 환경 분야 등으로도 확대되는 추세

이다. 환경관련기술의 강제실시문제는 AIDS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는 선진

국의 기업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희망하는 개도국의 대립이라고 하는 지재권

을 둘러싼 남북문제의 일환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범세계적 과제이고, 
환경기술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환경

기술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산업에서는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혁신에 의한 기술개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도국은 ‘지구온난화 방지 및 CO2 배출 감축

을 위한 기술’에 대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및 CO2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에 관한 

특허권 이용에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개도국에서의 광범위한 적용에

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상개방 또는 강제실시권 제도의 도입을 위한 TRIPS 
협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방지 및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기

23) Daniel Gervais, THE TRIPS AGREEMENT, Fourt edition, Sweet & Maxwell, 2012, pp.498-505.
24) http://www.genengnews.com/articles/chitem.aspx?aid=1255&chid=0(2015.5.1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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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은 의약품 개발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개발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해

야 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주장과 같이 그 기술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다면 당해 ‘지구온난화 방지 및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

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선진국은 개도국의 주장을 용이하게 허용할 수는 없

을 것이다.
한편, 환경문제는 범세계적 과제이기 때문에 환경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그 기

술을 기부(donate), 즉 오픈 인벤션(open invention)을 추구하거나, 지적재산의 공공

적 측면을 고려하여 FRAND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도 나타나고 있

다. 왜냐하면 지재권의 과도한 배타성 강조는 인도에서와 같이 특허의 불실시에 

대하여 특허취소를 행하는 사태도 발생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이나 재생에너지기술 

등에 대한 국제적인 남북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 관련 기술의 중요성

을 감안하면 국내적으로 동 분야에 대한 강제실시에 대한 법규정의 통일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지구환경 문제 악화가 제조업의 본격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 기술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 유
럽 및 일본 기업의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 문제와 에너

지 제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온난화 방지기술과 같은 신에너지 기술의 강화

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녹색산업의 중추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발

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당초 환경기술을 민간기업이 소유하

고 있으며 지재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이유로 민간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지구환경 파괴가 산업혁명 이래 지난 200년간의 무

절제한 선진국 경제성장의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지구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

한 환경기술은 강제실시의 도입을 위한 TRIPS 협정의 개정 또는 선진국이 비상업

적이며 특혜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기술이전’을 강조함으로써 양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선진국들은 FTA를 통하여 TRIPS-plus의 이행을 추구함으로써 저렴

한 가격으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가 손상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 TRIPS-plus의 이행은 TRIPS 협정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저해

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허권의 보호는 공중보건⋅환경 정책

과의 계속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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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권

을 제한할 수 있는 TRIPS 협정체제의 유연성이 실제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선진국 주요 기업들의 의식변화 즉 함께 살아가

는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관련기술의 성격에 따라 우리나라

의 입장은 기술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
재 환경기술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립연구소, 대학 등 공공기관도 상당한 수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분야의 경우, 민간소유기술이전과 공공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은 함께 고려해야 하며, 민간소유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선진국 정부가 기술이전을 하는 민간기업에 세제와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개발원조 자금으로 기술을 구입하여 비상업적으로 개도국에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 WTO에서의 공중보건선언 및 TRIPS 협정 개정안의 채택

(1) ‘2001년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선언문”)

TRIPS 협정과 건강권의 문제는 도하 각료회의에서 별도의 선언문(이하 ‘도하선

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도하선언문은 정치적 선언

에 해당하는 서문과(1-3항), TRIPS협정의 해석(4, 5항), 향후과제(6, 7항) 등 모두 7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하선언문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실시를 부여할 권리와 그 조건을 결정할 주권이 각 회원국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

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선언문의 내용을 통해 특허권

의 보호보다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에 더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도하선언문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IPS 협정도 공중보건문제의 해결수단 중 하나이므로(동선언②), 공중보

건을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의 권리, 특히 모든 사람의 의약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

한 회원국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을 해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동선언④). 이와 관련하여 WTO의 전 회원국은 공중보건을 위해 지적재산의 이용

에 관한 TRIPS 협정의 규정들을 최대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둘째,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강제실시사유를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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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다(동협정⑤a). 또한 각 회원국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의 여부

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공중보건상의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에 포

함된다(동협정 §5b). 그리고 강제실시사유인 공중보건문제로서 HIV/AIDS, 결핵, 
말라리아 기타 전염병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였다(동협정①⑤c). 또한 병행수입의 

문제도 각 회원국의 결정에 맡겨졌다(동협정⑤d).
셋째, 그런데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회원국은 의약품 생산능

력이 충분한 다른 회원국에서 강제실시결정을 내린 후 이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

나 TRIPS 협정 제31조 f호는 “강제실시를 통해서 생산된 특허발명품은 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회원국이 의

약품을 생산하여 긴급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에 수출한다면 이는 TRIPS 협정의 위

반이 된다. 공중보건선언 제6조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TRIPS 이사회에게 2002
년 말까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공중보건선언 §6).
한편 도하선언 제6항에서는, ‘의약품 생산설비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회원국은 

TRIPS 협정이 보장하는 강제실시 조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

정하여, 2002년 말까지 TRIPS이사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25) TRIPS 이사회에서 이 ‘제6항 문제’에 대한 논

의가 개시되었다.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각국의 제안은 ① TRIPS 협정 31(f)의 개정, 
② TRIPS 협정 30조의 해석을 완화하여 수출을 위한 예외로 하는 방법, ③ 의약품

을 수출하려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조건하에서 모라토리엄을 인정하자는 입장, 
④ TRIPS 협정 31(f)에 대한 이행의무면제 등이었다.26)

특별히 문제가 된 쟁점은 TRIPS협정의 강제실시권 조항의 국외적용 문제와 질

병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협상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의견차

이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나머지 2002년 12월 협상타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은 AIDS, 말라리아, 결핵 등과 같은 유행성 전

염병(infectiousepidemics)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며, 이러한 23개의 질병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

해서, 몇몇 국가들은 비응급 상황을 포함한 모든 보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행 협

25) 이 지시는 선언의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시에 포함된 문제를 ‘제6항 문제’라 칭하고 있다.
26) 남희섭, “도하 개발 아젠다(DDA)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동향 2”, 월간네트워커, 2003년 9월

(http://networker.jinbo.net/nw-news/show.php?docnbr=142); 이로리,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협정의 법적 쟁점 및 시사점,” ｢안암법학｣ Vol.38, 2012, 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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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몇몇 회원국들은 제조 능력 혹은 재

정적 자원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제한된 예외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

였으나, 이를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WTO 회원국들은 2003년 8월 30일, 국내에 의약품 제조 능력

이 없는 빈국들이 강제실시권에 의하여 제조된 제네릭 의약품을 좀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변경을 가하기로 동의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에 관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2)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문(이하, “이사회830 결정”)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는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
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하선언문의 이행에 관한 최종결정문을 채택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TRIPS협
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도하선언) 제6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사회830 
결정”은 AIDS와 말라리아, 결핵 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권은 

인정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자체 의약품 생산시절을 갖추지 목한 최빈국들에 한해 

이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허의약품 강제실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830 결정”은 TRIPS협정 제31(f) 및 제31(h)
의 의무를 면제하였는데27)28)(제31(f)조는 국내시장 공급을 주목적으로 강제실시를 

승인할 의무, 제31(h)조는 권리자에게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

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 그 효력은 830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

다.29) 다만 이 면제 규정의 효력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기존 TRIPS협정을 영

구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 유보시킨 것에 불

27)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진보네트워크, 2004
년 9월, 23면 이하 참조.

28) 국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

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07조를 개정하였다(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54호).
29)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15면. http://www.ipleft.or.kr/main/node/2484 (2016.7.6. 최종 접속)



94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과하다.30)

2003년 8월 30일 결정으로 WTO 회원국 어느 국가라도 이번 결정문에서 제시된 

조건 내에서 강제실시권을 사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모
든 WTO 회원국들은 동 결정하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23개의 선진국들

은 결정문에서 제기된 수입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하였

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수입제도를 국가적 비

상사태 혹은 극도의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3) 2005년 12월 6일의 일반이사회 결정 

1) TRIPS 협정 개정안의 채택

2005년 12월 6일, WTO 회원국들은 2003년의 임시적인 유예조치를 영구적으로 

하기 위하여 TRIPS협정 조항의 개정의정서(IP/C/41)를 최종 채택(WT/L/641)하였

다. TRIPS협정 제31조(f)의 의무이행 면제를 항구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중 2/3가 공식적으로 수락을 하여야 한

다.31) 원래 2007년 12월 1일까지가 수락기간이었지만, 이사회제안에 따라 수락기

한은, 2009년 12월 31, 2011년 12월 1일, 2013년 12월 31까지 연장되었는데, 금년 

회원국의 2/3이 수락함에 따라 2017년 1월 23일 발효된 바 있다. 
개정의정서는 TRIPS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의

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회원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할 경

우, TRIPS 협정 제31조(f)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개정의정서의 내용

2005년 12월 6일 결정은 TRIPS 협정에 830 결정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제31조
의 2’를 제31조에 삽입하고, 제73조에 ‘TRIPS 협정 부속서’를 추가함으로써, 제31
조(f)를 일정조건 하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인정한 ‘TRIPS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TRIPS협정의 개정의정서 ‘이하’ “개정의

견서”)가 채택되었다. 

30) 이현석, “개발도상국의 보건문제 해결: 강제 실시권,” ｢LAW & TECHNOLOGY｣ 제9권 제6호
(제-49호), 2013, 45면.

31)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7_e/heal_30jan17_e.htm<2017.2.22. 방문>. 



    95김병일⋅심영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이 개정의견서는 전문, 본문, 말문 및 ‘의정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이 추가된 ‘제31조의 2’와 ‘TRIPS 협정 부속서’ 및 그 부록은 ‘의정서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 
“개정의견서”에 의해서 TRIPS 협정에 추가된 제31조의2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제31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중요하며, 부속서는 정의 및 절차규정이

고, 부록은 의약품생산능력에 대한 평가규정이다.
우선 제31조의2 제1항은 강제실시로 인해 생산된 특허발명품의 수출을 금지하였

던 TRIPS 협정 제31조 f호를 의약품32)의 생산 및 자격 있는 수입회원국으로의33) 
수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은 강

제실시권의 발동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을 그것을 제조할 수 없는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라는 문구를 이용함으로써, 위 

수출은 제한적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적 상황’이라 

함은 이 규정이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로(in good faith) 사용하고, 공업

상 또는 상업상 정책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4)

제31조의2 제2항은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관한 것으로,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1조의2의 강제실시가 결정된 경우, TRIPS 협
정 제31조 h호의 적절한 보상금이 수출회원국에서35)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금의 

결정에 있어서는 수출회원국에서 허락한 강제실시가 수입회원국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격 있는 수입회원국 내에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강제실시가 허락된 경우, 제1문에 따라 수출회원국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의약품에 

32)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이란 “공중보건선언 제1조에 의하여 인정된 공중보건문제의 해

결에 필요한 의약품분야의 모든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발명을 통하여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의약품제도에 필요한 유효성분과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기구도 의약품에 포함된다.” 부속서 

제1조 a호.
33) ‘자격 있는 수입회원국(eligible importing Member)’이란 “① 모든 후진국과 ② 제31조의2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수입국으로서 이용할 의사를 TRIPS 이사회에 

통지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원국은 이 시스템을 전부 또는 제한적으로 이용할 것을 언제

든지 통지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비상사태 기타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속서 제1조 b호.
34) 830 결정의 의장성명 참조.
35) ‘수출회원국(exporting Member)’이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에게 수출하는 회원국”을 의미한다. 부속서 제1조 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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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자격 있는 수입회원국의 TRIPS 협정 제31조 h호에 규정된 의무가 면제

된다.
제31조의2 제3항은 구성국의 상당수가 후발개발도상국인 지역무역협정의 가맹

국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다. 이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에 의해서 제조 또는 수입된 의

약품을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다른 개도국에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제31조의2 제4항은 가맹국이 이 개정안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에 대해

서 비위반 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개정안의 부속서에는 정의규정과 강제실시의 결과 생산된 의약품이 공중보건의 

목적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36) WTO의 일부 회원국들은 자격 있는 수입회원국으로서 이 결의문의 시스

템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하였고,37) 다른 일부의 회원국들은 국가비상사태 

기타 긴급상황 하에서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의사를 통지하였다.38)

개정안 제31조의2에 의한 강제실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수입회원

국’의 의약품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하여야 하므로 그 생산능력의 평가가 필요

하다. 따라서 부속서의 부록은 의약품 생산능력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첫째, 후진국인 회원국은 의약품 분야에서의 제조설비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간주한다.
둘째, 기타 회원국의 경우, 문제의 의약품의 제조설비가 없거나 불충분하다는 것

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i) 의약품 분야에서 제조설비가 없다는 것을 문제의 회원국이 입증한 경우; 또는

ii) 그 회원국이 의약품 분야에서의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이 자국의 

36)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 제2조부터 제7조 참조.
37)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T/L/641, 부속서 제1조 b호 

각주 3.
38) 국가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에서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통지를 한 회원국은 Czech 

Republic, Cyprus,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Slovak Republic, Slovenia 
등의 10개국과 Hong Kong China, Israel, Korea, Kuwait, Macao China, Mexico, Qatar, 
Singapore, Chinese Taipei, Turkey, United Arab Emirates 등의 11개국인데, 앞의 10개 회원국은 

EU에 가입한 후에는 이 시스템을 수입회원국으로서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였다. WTO, 
TRIPS and Pharmaceutical Patents, Fact Sheet, September, 200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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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를 조사한 후 특허권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는 설비를 제외하면 수

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러나 그 설비가 그 회원국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시스템의 적용을 중단한다.

(4) ‘제6항 제도’의 이용 절차

‘제6항 제도’의 강제실시권에 따라 필수의약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희망하

는 국가는 WTO사무국에 통지(통보: notification)하여야 한다. 이 통보는 WTO사무

국에서 TRIPS위원회로 전달된다.
최초 통보에는 자국이 수입국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전부 또는 한정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 즉,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극도로 긴박한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만 이용할 

것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다만, 후발개발도상국은 이러한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부속서 1(b)).
수입국은 수입을 하는 경우 TRIPS 이사회에 다음과 세가지 사항을 통보한다(부

속서 2(a)).
(ⅰ) 필요한 물품의 명칭과 수량;
(ⅱ) 적격의 수입국이 최빈국 회원국이 아닌 경우, 이 부칙의 부록에서 정한 방법

으로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음을 확인;
(ⅲ) 의약품이 그 지역 내에서 특허 받은 경우, 이 협정 제31조와 제31조의 2와 

이 부칙의 조항에 부합되도록 강제실시권을 허여하였거나 허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
‘제6항 제도’의 강제실시권에 따라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가도 WTO사무국에 통

보하여야 한다. 수출국은 제실시권의 허여 사실을 강제실시권에 부과된 조건과 함

께 다음 정보도 TRIPs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공된 정보에는 강제실시권자

의 이름 및 주소, 강제실시권이 허여된 제품과 수량, 제품이 공급될 국가(들) 및 강

제실시권의 존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통보에는 ‘TRIPS와 공중위생’ 
전용사이트에 공표된다.

‘제6항 제도’를 이용하여 필수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수입국과 수출국 양측은 

WTO사무국에 필요 정보를 통보하고,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또 통보에 

관하여, 수입국은 필수의약품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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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수출의약품의 양과 수출기간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강제실시권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특허법제도 개정의 필요성

(1) 개 요

선진국도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공익과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조율하는 

수단으로 강제실시권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왔다.39) 우리나라 특허법상 강

제실시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실시 제도에 비해서 보

다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0) 그러나 TRIPS 협정 제31조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는 타인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강

제실시권 제도 개정은 TRIPS 협정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41) 국
제적으로 TRIPS협정발효 후 다수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은 TRIPS 협정과의 정

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제한하는 방향을 국내제도의 개정⋅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TRIPS 협정 체계 내에서 정합적인 재정실시권 제

도운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국제마찰의 

요인으로서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강제실시권 제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국의 법제도에 관한 비

교도 국제조화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주요 국가에서의 강제실시권 

제도 운용 실태를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강제실시권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

다. 그러나 강제실시제도가 특허제도의 폐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존속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되었다는 점, 미국, 영국과 독일 등 기술선진국은 오래전 특

허의 강제실시의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42) 의약품 특허

의 강제실시제도의 타당성 논의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강

제실시제도는 특허제도의 장점을 보존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중

의 하나이다.43) 
강제실시권 제도의 개선은 다른 지식재산 정책의 파급 및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

39) 채규용⋅정연덕, “특허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제13집 (2016), 37-38면.
40) 채규용⋅정연덕, 위의 글(주 39), 35면.
41) 류병운, 앞의 글(주 4), 67면. 
42) 윤권순, “특허강제실시”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함의 “, ｢法學論集｣, 제19권 제3호, 이화여자대

학교, 2015, 226면.
43) 윤권순, 위의 글(주 42),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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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특히, 특허권의 보호와 제한의 균형(balance),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식재산권 정책의 국제 조화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

다.44) 

(2) 특허권의 보호와 제한의 균형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지식재산권 강화는 필연적인 반면, 권리의 강화

로 인한 폐해도 동반한다. 바람직한 지식재산 정책은 단지 지재권 보호강화를 추

진뿐만 아니라 독점 폐해의 제거에도 적절한 배려를 함으로써 보호와 제한의 균형

이라고 하는 적절한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보호

특허권은 사유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

고 이전⋅사용⋅수익⋅처분 권능을 가진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대한 실

시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한 로열티 요구나 라이

선스 거절은 특허권자 고유의 권리행사이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

리행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자의 상황이 충분히 배려되

어야 한다. 예컨대, 의약특허의 로열티가 고액화 되는 배경에는 연구개발에 상당

한 금액의 투자가 필요하며 특허권자는 투자 회수를 위하여 라이선스 수입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제도는 특허권자의 투자회수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을 재산권을 제한하

는 것이므로 강제실시권 제도를 통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

요가 있다.45) 

2) 독점폐해의 제거

특허법은 일정한 발명에 대하여 합법적인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은 

일단 제한되지만, 이는 기술혁신의 유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의약산업은 그 

44) 이하의 설명은, 김병일 外, 리서치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전문가포럼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

원, 2008, 93-95면.
45) 김병일 外, 위의 글(주 44),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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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및 개발 과정에 있어 특허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46) 
또한, 특허권자의 행위가 특허제도 취지를 일탈하여 동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반

경쟁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의 대

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특허 등의 라이선스 계약상의 제한으로 라이선시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배제하거나 신약의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성과물의 독점적 라이선스를 의무화 하거나 그 성과물의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47) 특허권도 사권(私權)의 일종인 이상 그 권리의 행사가 공

서양속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다. 다만,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특허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입장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며, 특허권의 실시허락(license)에 있어서 특

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부과하는 라이선스 조건이나 특허권의 불행사, 특허권 풀

(patent pool) 특허권 상호실시허락, 특허권 남용, 에버그리닝 특허전략, 제네릭 의

약품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제소 등의 경우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48)

(3) 국제조화의 관점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등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보호가 약한 개발도상국

에 대해서 지식재산 보호강화를 요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

도적으로 강제실시권 제도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지식재

산 보호를 약화하는 정책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관한 국제적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

상국에 대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국제적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동향도 고려

하여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 특허의 경우에는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련 특허의 대부분을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46)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실시권제도는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47) 김병일 外, 앞의 글(주 44), 94면.
48) 김병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남용적 행사 방지에 대한 고찰”, ｢경쟁저널｣ 제180호, 

공정경쟁연함회, 2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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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제실시권 제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국의 법제

도에 관한 비교와 국제조화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

서 주요 국가에서의 강제실시권 제도 운용 실태를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재정

실시권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충분히 보

호되어야 하지만, 필수적인 환경기술을 독점한 개인 또는 기업이 특허권을 남용하

는 예외적이며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특허의 강제실시가 필

요하며, 개인의 지재권과 건강 보건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양자 간의 조화를 위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강제실시의 가능성은 환경오염 및 에너지 이용의 특정 

영역에 관한 특별법에만 존재한다는 점은 입법론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42 U.S.C. §2184)’와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 :42 U.S.C. §7608)은 공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강제실시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49) 

Ⅳ. 결어: 기술이  진을 한 ‘패러다임’ 환

1. 신기술분야의 지재권제도 및 정책적 고려

(1) 환경관련 기술이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정책

일본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무상개방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특허권 수입은 새

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무상개방은 선진국 기술개

발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는 표준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50) 또한 기술이전

에서 지적재산권이 장애물이 아닌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방해물이라는 견해도 존재

한다.51) 예컨대, 취약한 사회 인프라 구조(Underdeveloped infrastructure), 예측 불가

능한 상법(Unpredictable commercial law), 정치적 불안정성(Political uncertainty), 무

49) 정상조, “特許發明의 强制實施”, 서울대학교 法學제40권 제1호(통권 110호), 1999, 268-269면.
50) 정연덕, 앞의 글(주 5), 124면. 
51) Douglas H. Pears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leantechA Patent Practitioner’s Perspective,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8th Annual Hot Topics in Intellectual Property Symposium, 
February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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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규제(Trade barriers), 과도한 규제(Regulatory hurdles)의 문제가 기술이전의 장애

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는 대안적인 견해52)로서 공공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기술을 초창기 기업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이전을 하

여 초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로 EU기업과 중국기업이 협력하자

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선⋅개도국 공동 

R&D 및 공동특허, 환경기술은행 및 센터 설립, 환경기술투자펀드 설립, 공공기술

을 통한 기술이전 등 국가 간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주장한 바 있

다. 공공기술의 활용과 권리보호의 상충관계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도입에 따른 영

향을 검토하되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의 방법, 특히 강제실시의 도입에 따른 긍정

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민간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경관련기술의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정책은 i) TRIPS 협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특허의 청

구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회피발명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지의 문제, ii) 실험적 사

용과 연구목적 사용이 연구개발을 촉진할지 여부, iii) 정부사용 내지는 강제실시권

이 기술확산을 촉진할지 여부와 iv) 공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한 결과

에 대한 사용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53) 
특허보호와 혁신의 문제 중심으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권 

및 환경의 관점을 추가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유연성과 그러한 사회정책 수단을 통

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공공의 이익과 환경관련기술의 강제실시

특허제도는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국가산업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

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특정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권 허여가 이러한 

법의 이념구현에 부합될 경우라면 사유재산권의 부분적인 제약은 된다 하더라도 

강제실시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허제도에서 강제실시제도가 가지는 가치

52) EU의 기후변화 정책에 관하여는, Jürgen Lefevere,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ies The Role of IPR(unfccc.int/.../JL %20TT%20presentation%2019%20May%20Bonn.ppt).

53) Keith E. Maskus, IPR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Green Technologies: Economic Perspectives,,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Hot Topics in IP Symposium, February 6, 2009 
(http://www.dukeipcs.org/documents/2009/Maskus. pdf); 정연덕, 앞의 논문,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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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허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 즉 자유시장 경제에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사용된

다는 점이다.54) 나아가 강제실시를 사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강제실시 이전에 

특허실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특허발명

의 실시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의

가 있다.55) 
최근에는 라이선스 계약체결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필수설비이

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을 필수의약품, 리서치 툴(research tool), 기술표준과 같

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

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

발명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강

제실시권 제도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환경기술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관련하여 강제시권제도에 의한 대응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에서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강제실시권이 발동된 적이 거의 없다. 특허법에서 강제실시권

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미국에서는 독점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법원이나 정부에 

의해 강제실시권이 그동안 100여건 이상 허락된 실적이 있다. 특히 지재권 관련 소

송에서 미국 법원이 공공의 이익에 조정을 한 사례가 존재하고, 공중위생을 위한 

사례도 있다.56) 최근 공공의 이익을 배려한 판례로는 연방대법원은 eBay 판결이 

있다.57)

54) 이윤주, 앞의 글(주 “특허권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의 조화를 위한 모색”, ｢산
업재산권｣제24호(2007.12), 202면

55) S. P. Ladas (1975), Patents, Trademarks, and Related Righ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427. 

56) 예컨대, Vitamin Technologists v.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146 F.2d 941, 64 
U.S.P.Q. 285 (9th Cir. 1945)가 대표적인 판례이다. 

57)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eBay 법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판례법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전통적 형평적 4요소를 고려하여 침해금지

(permanent injunction) 명령을 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 4요소는 ① 돌이킬 수 없는 피해

(irreparable injury to patentee), ② 법적 구제의 존재(remedies available at law), ③ 고통의 비교형

량(balance of hardships) 및 ④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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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유(public domain)의 환경기술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환경

기술의 이전 및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개인의 특허권 

등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되도록 

합리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환경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기술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보유한 환경기술의 실시허여계약 등 이

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객관적인 검토를 하

고, 나아가 그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며 동시에 개인 소유의 환경기술의 이전 및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 또는 장려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은 근본적으로 강제실시허여 등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 환경기술에 관하여서도 개발도상국들에게 

환경기술을 이전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선진국의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준 바 있다. Rio환경회의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이전 또는 이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재

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과 장려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로 하여금 

후진국에의 환경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국의 환경기술을 통상의 상

업적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허락을 받아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기술을 통상의 시가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

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환경기술에 관한 지재권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경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자국에서 상업적으로 취득한 

환경기술을 개도국들에게 비영리적 또는 비상업적 조건으로(on non-commercial 
terms)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상업적 조건으로 환경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의 기술이전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지만, 환경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상으로 또는 아주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

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에 의한 자국의 환경기술의 

구입 및 개발도상국에의 이전과 병행하여 또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개발도상국

들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환경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부담이 환경기

술의 이용에 관한 절대적인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전 또는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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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그리고 그들의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사이에 장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기술의 기술이전 

문제를 강제실시권 제도에 의한 해결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반대도 있고, 국내적

이나 국제적으로도 합의(consesus)가 형성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에 비추어 볼 때, 강제실시권 제도개정⋅운용에 의한 대응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동향과 국제적 논의의 진전을 주시하여 신중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강제실시 등에 대한 국제적인 남북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국

내적으로 친환경기술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법규범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친환경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친환경

기술 분야의 혁신 촉진뿐 아니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강제실시도 특허제도의 기반 

위에서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기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권 향상

을 위한 친환경기술 특허의 강제실시는 특허법이 아니라 입법목적과 적용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환경관련법에 강제실시 내지 비자발적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방

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제실시권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한 발명의 인센

티브 저하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기술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특허법의 개정이 아니라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등에 강제실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적

절하다고 생각한다. 

2. 환경기술의 무상공유와 특허풀의 활용

환경기술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립연구소⋅대학 등 공공기관도 상당한 수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의 이

전뿐만 아니라 공공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도국은 환경관련 기술의 기술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 기업들이 보유

하고 있는 최첨단기술의 개도국 이전은 한국, 중국 등의 기업에 기술유출의 위험

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

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특허권자와 권리처리를 필요로 하지만 현

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개도국 기업 등에게 특정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개도국

측이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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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실효적인 기술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또는 GCF (Green Climate Fund)의 기금을 활

용하여 환경관련기술의 공동이용을 위한 전세계적인 특허풀(patent pool)을 만들어 

개도국 기업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기술의 효과적 실시가 가능한 한국 등의 기업들

이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개도국에게 관련 기술의 노하우

(know-how)를 비배타적⋅무료 조건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절실하다.58) 나아가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기술

의 특허공유지(patent common) 창설도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부터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환경기술에 대한 지속적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조와 장기 중

점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파리협정 이행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전 이슈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환경기술이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 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17)
에서 환경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체계인 “WIPO GREEN”59)은 기후변화 

대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WIPO 
GREEN”은 특허뿐만 아니라 노하우(Know-how)를 개도국들의 원활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패키지로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기술을 보유한 자와 도입하는 

자를 연결하는 사이트로, WIPO가 운영하며,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단 양

자를 연결한 후 나머지는 당사자들에게 맡겨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WIPO 사무국

에 보고하는 구조이다. “WIPO GREEN”은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가

능한 기술과 기능을 활용하여 환경기술의 혁신과 기술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플랫폼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기술의 국

가간 이전문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병행되

58) Chuffart, Stéphanie, Technology Transfer and Dissemination Under the UNFCCC: Achievements 
and New Perspectives (May 2013), at. 33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294642 or 
http://dx.doi.org/10.2139/ssrn. 2294642. 

59) https://www3.wipo.int/wipogreen/en/(2017.7.1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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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특허를 통한 경제적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 기업으로서의 국제적

인 브랜드가치 향상이나, 전세계적인 광고효과 등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만 환경관련 기술의 혁신과 보급이 촉진될 것이다.

* 논문최초투고일: 2017년 7월 29일; 논문심사(수정)일: 2017년 8월 14일; 논문게재확정일: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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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and dif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s a key 

component of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innovation of the envirornmental 
technology industry is crucial to the well being of manki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traditionally been the primary policy mechanism for encouraging private investments in 
innovation. Glob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have made some progress in the area of 
technology transfer, as reflected in last year’s agreement in Cancun to establish a 
Technology Mechanism under the UNFCCC. However, the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has always remained divisive issue. On the reform of the 
TRIPS Agreement in regard of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developing 
countries are arguing for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provisions, whileas developed 
countries claim that the protection of IPRs is crucial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refore are against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In this paper we intend to review the Legal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der 
UNFCCC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We also suggests possible solutions for enh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First, 
I advocate in favor of a possible revision of TRIP and relevant law, it seems important tha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on the ways in which compulsory licenses 
have been provided for and used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cond We 
suggest that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al patents’ pool and patent commons would help 
to ensure access to key environmental technologies.

Keywords: technology transfer, climate change, UNFCCC, Paris Agreement, TRIPS 
Agreement,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WIPO GR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