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시 IP관련 영국정부 입장

브렉시트 협정 초안 지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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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 요
월 현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영국정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노딜 브렉시트 관련한 IP
가이드를 지속 업데이트해 오고 있음.
‘19.3

* 실제 양측간 이슈가 되고있는 것은 종래 EU전역에 효력을 미치던 IP처리 문제
이므로, EU상표 및 공동체디자인 등 두가지 항목 중심으로 언급

ㅇ 동 가이드에서는
(UCD)

EU상표,

등록공동체디자인(RCD), 미등록공동체디자인
이슈에 대한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 아래 보고함.
< 브렉시트와 특허 >

▪ 기본적으로 브렉시트와 유럽특허
는 무관
▪ 규정
에 의해 규율되는 브렉시트와 달리 유럽특허는 국제
(European Patent)

EU

(Regulation)

조약인 유럽특허협약(EPC)에 의해 부여

▪

영국도

EPC

가능하며,

▪ 따라서

,

체약국이므로

EU

EU

비회원국이 되더라도 유럽특허 취득이

회원국도 영국을 지정해 유럽특허 출원 가능

브렉시트는 현행 유럽특허제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다만, 현재까지도 시행여부가 확실치 않은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현 시스템상 영국이 통합특허법원의 중앙부법원(런던지원)이 설립
되는 핵심 참가국인 바, 향후 영향이 불가피

2

등록상표와 등록디자인의 영국내 지속 보호

* EU상표(EUTM) / Regulation(EU) 2017/1001 on the EU Trade mark
* 등록공동체디자인(RCD) /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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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영국 정부는 현존하는 상표 및 등록공동체디자인에 대해 영국에
등록된 상표․ 디자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집행 보장
ㅇ 현행 상표 또는 등록공동체디자인 권리자들은 영국의 탈퇴일
EU

EU

EU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새로운 영국(UK) 권리를 취득하게 됨.

ㅇ

새로운 영국 권리들은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minimal
burden)으로 부여될 예정

administrative

ㅇ 브렉시트 이후

탈퇴일 현재 EU상표와 공동체디자인을 출원중인 기업
이나 개인들은 영국내 상표 및 디자인 출원절차에 따라 영국의 권리와
동등한 조건하에 영국에 재출원(refile) 가능
,

-

-

-

영국내 보호를 위한 상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우편 또는 온라인
으로 신청 가능
이 경우, 탈퇴일부터 9개월간 영국 정부는 계류중인 EU 출원건에
기록된 출원일(filing dates), 우선권주장(claims to earlier priority) 및 국내
상표인 영국상표의 선순위주장(UK S eniority)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상기 절차를 밟게되는 EU권리자들은 영국의 출원수수료 체계에 맞춰
재출원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

ㅇ 아울러

동일한 규정이 EU를 지정하는 마드리드 및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및 디자인등록에 적용되며, 탈퇴일 이후에도 영국내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
,

□ 함의(implications)

ㅇ 현존하는 등록

상표나 등록공동체디자인은 나머지

EU

EU

회원국들에서

계속 유효할 것임.

ㅇ

영국내 기존 EU권리들은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으로 부여될 새롭고
동등한 수준의 영국 권리를 통해 보호

ㅇ 이와 관련

,

영국정부는 웹사이트상의 통지 또는 안내를 통해 새로운

영국권리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권리자들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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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럼에도 불구

새로운 영국 등록상표 및 디자인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 및 개인들은 적용예외(opt out) 신청 가능
,

ㅇ 다만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인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탈퇴 이후에는 영국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영국 지식재산청
(UKIPO)에 재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3

EU상표나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영국내 지속 보호

□ 주요 내용

ㅇ 영국정부는 탈퇴일 시점에 존속중인

미등록공동체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UCD) 에
대해 잔여 보호기간 동안 영국에서의
지속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
EU

*

ㅇ
ㅇ

*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EU내에서 일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초로 공개된
(the design is first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날부터 3년간 보호되며, 이는
물품의 외관과 구성을 보호(15년)하는 영국 고유의 디자인권과는 별개의 제도
더욱이, 영국은 EU UCD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새로운 미등록
디자인권을 자국법에 신설할 예정
이는 브렉시트 이후에 공개된(disclosed) 디자인들도 현행 UCD 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영국에서 보호를 받게되며, 이 새로운 권리는
‘추가(S upplementary) 미등록디자인권’으로 지칭될 것임.

□ 함의(implications)
ㅇ 현존하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나머지
하며, 현재 영국내 유효한

UCD

개 EU회원국에서 계속 유효
역시 권리자의 별도 조치없이 보호
27

ㅇ 영국 법원에 계류중인 미등록공동체디자인 관련 소송진행상황

(status

of legal disputes)

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

ㅇ 요컨대

기존 UCD 는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영국 권리를 통해, 탈퇴
이후 공개된 적격 디자인은 추가 미등록디자인권이 자동 부여될 것
이므로, 각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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