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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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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Creative & Reliable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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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실용신안권

Life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상표권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저작권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 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반도체 배치
설계보호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기타

데이터베이스, 식물신품종 등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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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른 차별점

분류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대상

예시

적용법률

권리의 발생

보호기간

발명

음성부호화 방법 송수신회로

특허법

심사 후 등록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까지

고안

낙하방지용 스트랩

실용신안법

심사 후 등록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10년까지

디자인

휴대전화의 외관디자인

디자인 보호법

심사 후 등록(무심사
예외 있음)

등록 후 20년

상표,서비
스표

iPhone, Galaxy

상표법

심사,등록

등록 후 10년(갱신 가능)

저작물

전화기 화면상의 그래픽

컴퓨터프
전화기 내의 ROM에 기록된 프로그램
로그램

저작자의 사후 70년
저작권법

창작과 동시에 발생
공표 후 70년

반도체
배치설계

전화기 내의 LSI의 회로패턴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방식심사,등록

등록 후 10년

영업비밀

핸드폰 제조노하우, 고객리스트 등

부정경쟁방지법

비공지성+경제적 유
용성+비밀관리성

비밀관리기간

3 / 46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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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의 종류

신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도 보호 가능

영업비밀

노하우, 영업방법, 고객리스트 등

반도체배치설계

반도체 직접회로의 라인과 소자의 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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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구별
Life-Cycle이 짧은
주변 개량기술

원천·핵심기술

 (폴더형)휴대폰의 힌지 구조
 휴대폰 보호케이스 구조
 휴대폰 안테나 구조

 무선통신기술
 (내부) 회로 설계 기술
 디스플레이(고화질) 기술

.
물품의 외관

 휴대폰 형상
 키패드 형상
 화면/아이콘 형상

상품의 명칭

 휴대폰 명칭
(ex. 아이폰, 갤럭시 ..)

 제조사 명칭
(ex. 애플, 삼성, LG, …)

6 / 46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특성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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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비교
PATENT & UTILITY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8 / 46

모든 발명은 특허가 될 수 있는가?

– 특허 요건

 특허 요건: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등록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신규성
- 국내외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



진보성
- 공지, 간행물에 기재된 것과 차이가 있으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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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비발명 유형

예

자연법칙 자체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수학공식 등

자연법칙에 위배

영구기관 등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경제법칙, 게임규칙, 영업계획 등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광석 등의 천연물, 자연현상 등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언어 등

반복가능성이 없는 것

제시한 수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미완성 발명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가능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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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 신규성

 신규성(Novelty)

공지·공용기술이 아닌 것, 즉,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상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

 신규성의 의의 : 발명은 기존 기술과는 다른 ‘새로움’을 갖추어야 함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1623년 영국에서 규정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의 특허제도가 인정하는 기본 원칙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발명의 신규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발명의 신규성 상실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함
1.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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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

- 진보성

 진보성(Inventive Step)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시에 선행기술(종래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
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실체적 특허요건

 진보성의 판단
개별 발명을 심사하는 심사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판단됨
☞ 심사관은 진보성 판단기준을 고정화하고 출원인의 입장과 해당 기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하며, 항상 객관성과 타당성을 지향하도록 해야 함
목적이 특이한가?

목적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다른
이질적 효과가 있는가?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가?

구성

효과
동질이지만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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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

산업재산권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음

개요

UTILITY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 :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음
* 특허법, 실용신안법 →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함

목적

본래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하였음
↓
특허제도 운영 과정 :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
↓
그 결과 독일 이외의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도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 하에 실용신안 제도를 마련함
* 제도내용과 운용형태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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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특성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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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개요
DESIGN
디자인권

구분
보호대상

물품의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권리발생 및
내용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간

출원일로 20년

(2013.5.28개정) - 특허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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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개념

디자인 보호법
• 창작자에게 그 창작에 근거한 등록에 의하여 디자인에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
• 제3자의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디자인의 정의
•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형태로서, 소위 ‘물품의 미적 외관’

16 / 46

디자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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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사례

출처: ㈜WIPS 블로그

애플의 패키지 디자인 (US D596,485)

애플의 등록디자인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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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특성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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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왜 존재하는가?

'짝퉁' 밀수 1위는 비아그라…3년간 2천억원 적발
관세청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적발한 '짝퉁' 밀수 브랜드는 비아그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828건, 총 1조5천568억원어치(약 4천
만점)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랜드별 적발금액(정품가격 기준)을 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2천7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고급 시계인 롤렉스(1천629억원), 명품 패션 브랜드인 루이뷔통(1천44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수량으로도 비아그라가 1천922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또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인 씨알리스가 807
만점으로 2위에 올랐다. 산업·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절단석 상표인 3M도 363만점이나 됐다.
적발 건수로는 이어폰·휴대전화충전기·케이스 등 삼성 제품을 위조한 경우가 63건으로 최다였다. 루이뷔
통(49건), 샤넬(40건) 등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제품군별로 보면 시계, 발기부전치료제, 가방, 의류 및 직물류, 신변잡화 순으로 적발금액이 많았다.
관세청은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오픈마켓·포털
등 민간 사업자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별단속으로 비정상적인 위조상품 반입을 엄격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6.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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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개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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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기능

①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케 하는 자타상품식별기능
②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출처표시기능
③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품질보증기능
④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인 광고 선전기능
⑤ 기타 기능으로 재산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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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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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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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종류
<기호, 문자 , 도형 상표>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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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기본 개념

 상표/서비스표는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의 결합으로 구성됨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식별력”과 “선등록상표의 존재”가 중요함
☞ 식별력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선등록상표의 존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표 선점이 중요

 “Apple”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이지만, 지정상품에 따라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26 / 46

상표의 등록요건

– 자타상품식별력

 자타상품식별력
•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다면?
•

상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보호의 필요성이 없음

•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

•

유사한 선행상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등록이 거절됨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

보통명사, 고유명사

ex) 식품과일류 – 애플 – 휴대폰, 전자기기류

•

간단한 문자 또는 형태

ex) 아아, 가, BB, A

•

현저한 지리적 명칭

ex)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

성질, 품질, 원산지, 효능이 포함된 상표

ex) 원조, 유기농, 천연종이, 춘천닭갈비, 비타민과일

cf) H&M, 달

“위의 상표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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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 부등록사유

“제3자 출원 불가하다” 펭수 상표권 논란
에 신속하게 답 내놓은 특허청
EBS 대세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제 3자가 먼저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펭수’를 좋아하던
한 기자의 팬심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해 펭수 굿즈를 사면서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
리스에 접속해 상표출원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펭수’ 명
칭의 상표가 줄줄이 제 3자의 이름으로 출원된 사실을 확인
하고 이를 처음으로 기사화한 것. 펭수의 유행어인 ‘펭하’
‘펭바’도 상표출원이 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특허청도 공식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입니
다’를 통해 ‘펭수’ 상표권 논란에 발 빠르게 답을 내놓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
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며 펭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제 3자는 상표권 등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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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특성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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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구분

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등록요건

창작성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및
내용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2)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건,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실연자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전송권, 보상청구권
2)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보상청구권
3) 방송사업자의 보호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보호기간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생존기간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

권리발생시점으로부터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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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의 대상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 :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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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아이디어
•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로 남겨두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관공문서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유

시사보도
•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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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발생

저작권
•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
• 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저작물의 조건
• 창작성(Originality) : 타인의 창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
•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 :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음
•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 아닐 것 : 종이,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유형의
매체에 ‘고정(Fixation)’시켜 외부로 표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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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법적 보호 방법

저작권
발생

무방식주의

특허같이 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

창작물을 등록해 두면 분쟁 발생시에 창작 연월일을 추정할 수 있어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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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기간
소설가 헤밍웨이의 예
1952년에 낚시가 취미였던 저자의 해박한 지식으로 만들어진
헤밍웨이의 마지막 작품
미국 1998년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통과

우리나라 2011년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70년으로
정하였으나 2013년 7월
이후 적용

우리나라에서 노인과 바다의 저작권 만료일은 2012년이므로
사후 70년 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사후 70년’에 대한 보호는 저작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저작
재산권으로부터 이익을 받게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임
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재산권으로, 저작재산권이 만료한
저작물의 사용에 있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할 수 없음 (저작권법제14조제2항)
(다만, 저작인격권의 만료는 저작자 사망시)

그러나, 저작 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특허처럼 자유기술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소유권보다 더 강한 보호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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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들 몸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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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들 몸값은 ?

뽀로로가 올가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윈도8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될 예정인 것
으로 알려졌다.
……윈도8 탑재 이전인 현재 뽀로로의 시장 가치는 2011년 기준으로 3천893억원이다. 뽀
로로는 이번 윈도8 시장 진출 이후 최소 500억 이상의 시장 가치가 격상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에 따르면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는 3893억원으로 집계됐다. 뽀
로로가 1년 동안 버는 저작권료는 120~130억에 이른다. 또한 뽀로로 관련 상품 시장은
연간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뽀로로 캐릭터는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에 진출해 인기를 끌고 있다.
…… 뽀로로가 윈도8에 진출하기 전인 지난해에는 디즈니사가 뽀로로 판권을 사기 위해 1
조원을 제시했지만 제작사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Copyrights ⓒ ENS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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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제한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
•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저작권법의 제한
• 일정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에
한해 복제, 배포할 수 있음
• 단, 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복제의 부수 등을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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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특성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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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의 개요
신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도 보호 가능
노하우, 영업방법, 고객리스트 등
반도체 직접회로의 라인과 소자의 배치 설계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KNOW-HOW)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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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

–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
• 기술적 노하우, 영업방법, 및 고객리스트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특허를 무단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유출되어 실시되는 경우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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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1. 등록이 필요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의 경우
(1) 키프리스 홈페이지를 방문
(2)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
(3) 예로 “음성부호화 방법 송수신회로”
검색
(4) 왼쪽 사용하려는 권리(예로 특허)를
선택하고 행정처분란에 거절, 소멸,
취하, 포기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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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1. 등록이 필요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의 경우
(5) 관심있는 특허 클릭(예로 “휴대용통신기기를이용한컴퓨터의음성신호저장방법)
(6) 공개전문을 클릭
(7) 권리범위인 청구항을 확인한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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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2.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권리(저작권)의 경우
(1)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난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 예시 (베토벤 : 1770.12.17 ~ 1827.03.26
=> 베토벤이 직접 작성 및 연주한 모든 음반 및 악보를
사용가능하나, 리메이크된 곡은 피할 것)
※ 도서의 경우 RIDIBOOKS에서 “Public Domain Books”로 검색하면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를 무료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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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2.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권리(저작권)의 경우
(2)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사용목적이 아래와 같은 경우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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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2.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권리(저작권)의 경우
(3)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사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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