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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 규제 비망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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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국가지적재산권국 등 총 38개 정부부처 공동으로 ≪중대한 지적
재산권(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규제 협력 비망록≫ 발표(이하 '비망록')
- 2018년 초부터 무역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적재산권에 대해 이번‘비망록’에서는
6대 중대 위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위법행위

설명

1

지적재산권 중복 특허권
침해 행위

이미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심리 중 또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중에
재차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2

법에 의거하여 집행하지
않는 행위

위조 및 조작 신청을 통해 기존에 발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위법행정을 통한 신청 및 결정 행위

3

지적재산권 대리
위법행위

특허권 대리 기구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경영 이상 명단에
등록된 후 3년 내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4

지적재산권 대리인
자격증 이전행위

변조, 판매, 임대 등의 위법행위

5

지적재산권 비정상
신청행위

국가지적재산권국이 2017년 발행한 규정 제 75호에 의거한 모든 비정상
신청행위

6

허위문건 제공행위

허위 가짜 자료 및 증명 문건을 통해 특허 신청을 한 행위

- 각 위법행위를 저지른 징계대상은 위법행위가 자행되도록 한 각 부문의 집행자, 위법행위
법인, 법정 대표 및 대리인, 주요책임자, 직접 책임인원 및 통제인 등 집행 부문과 위법주체
기업 그리고 개인이 모두 포함
- 비망록 발표를 통해 중국은 사중·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영역의 신용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함
ㅇ 지적재산권 신용시스템 건설 추진
ㅇ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연합 제도를 수립

☐ 각 부문의 공조를 통한 규제조치는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5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집행 조치이고 33개는 정부 공동 규제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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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 강화 및 위법행위 엄중처벌
2. 각 지적재산권 보호센터 및 쾌속 특허권 획득 권리 그리고 쾌속 특허권 보호 신청 자격 박탈
3. 국가 지적재산권 시범 및 우수 기업 신청 권한 박탈
4. 국가 특허운영 시범 기업 신청 권한 박탈
5. 특허권 신청 중 신청비용 절감 및 우선 신청 등 특혜 취소
1. 정부 자금지원 제한, 정부 자금신청 심사 강화, 또는 지원 축소 조치
2. 사회보장기금 및 보조금 지원 제한
3. 법에 의거한 정부 조달 공급업체로서의 활동 제한
4. 신용을 잃어버린 상황을 금융신용정보 기초 데이터 풀 및 온라인 신용 체크 시스템에 기입
5. 금융기구 신용융자 신청 시 엄중 검토
6. 기업채권발행에 대한 신청을 법에 의거하여 기각함
7. 비융자 채무융자 신청을 강화 관리
8. 정보를 공개 발행되는 회사 신용채권 심사 기준이나 참고로 사용
9. 금융기관 설립을 제한하며, 금융기관 실제 통제인, 이사, 고문 등 고위관리직 부임을 제한
10. 금융기구들을 위험가격설정 원칙에 따라 재산보험요금을 올리거나 해당 보험 서비스들의 제공을
제한함
11. 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매매에 대한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
12. 외환 제공 심사에 관련 주체 신중히 심사
13. 국내 국유상장회사 주식 보유 인센티브 제공 중지 또는 주권 행사 자격 취소
14. 신용을 잃어버린 주체들의 정보를 국내 상장회사 주식 보유 인센티브 제공 중비 및 관리감독하기
위한 참고로 사용
15. 신용을 잃어버린 주체들의 정보를 비상장 회사 자산조정 신청 심사 시 참고로 사용
16. 신용을 잃어버린 주체들의 정보를 기금소비자격 심사 시 참고로 사용
17. 법에 의거하여 국유기업 법정대표인, 이사, 고문 등의 직위 부임을 제한
18.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각종 사회지원 보장자격 심사에 참고
19. 신용을 잃어버린 행위에 심각한 책임 주체들은 기업허가 및 개인 허가 취득을 제한함
20. 중점 감독대상은 일상 관리수준을 격상하고 불시 점검 빈도를 늘림
21. 신용을 잃어버린 주체들에 대한 수출입 화물관리를 강화하고 일정기간동안 생산 및 소비행위에
관련한 수출입 화물을 전면 금지
22. 해관인증기업의 호칭을 제한하고 해관인증 신청을 기각함, 이미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을
격하
23. 해관업무 이용 시 해당 수출입화물에 대한 엄밀한 감독을 진행하고 기초 검사 이후 후속 검사도 강화
24. 정부지원토지취득을 제한함(목지, 초원도 포함)
25.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며 각 신용을 잃어버린 행위는 과학연구
신용기록에 기입함
26. 특허법 위법에 따라 중지된 생산 및 소비용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제한함, 이미 진행 중인
광고는 즉각 중지
27. 신용을 잃어버린 당사자의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경영허가 및 비경영 온라인
정보 서비스 비준 신청 엄격하게 심사
28. 신용을 잃어버린 당사자의 공무원 및 관련사업 직원으로의 채용 제한
29. 인민법원으로부터 관련법규에 의거 소비제한조치 및 신용을 잃어버린 사태의 피집행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든 고소비 및 필수 생활 및 업무소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행위를 제한함(비행기 및
고속열차 등 1등급 서비스)
30. 부동산 및 국유재산 매매를 제한하며, 여행, 휴가 등 필수 생활 및 업무소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행위를 제한함
31. 표창 취득을 제한하며 이미 취득한 표창은 취소
32. 신용을 잃어버린 특별 주체 중 개인과 단체는 모두 사업의 법정대표인 등록을 제한
33. 신용을 잃어버린 주체들의 정보는 온라인 언론 및 정보사를 통해 사회에 공표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역대 가장 강력한‘비망록’및 부문별 공동 규제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됨에 따라,
중국 언론 및 외신들은 이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신속한 지재권보호 강화 조치로 평가
- 12월 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허법 수정안’도 일관된 정책방향을
보여줌.
- 신화사는 이번 조치와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영역에 건전하고 보다
완전한 신용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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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CSIS(Center for Strater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절도를 줄이기 위한 조취를 취했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것
이라고 전망
- IMF 수석연구원 마우리스 옵스펠드는 중국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은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좋은 방향이지만 지적재산권 개혁이 논쟁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밝힘.
- 반면, 일부 외신들은 11월 중국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의 지적재산권 절도 관련 행위 부정을
근거로 명목적인 조치이며 현실적인 변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주장

참고자료
华尔街见闻,「38部委联合发布备忘录 对知识产权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 2018-12-04
每日经济新闻,「38个部门和单位对知识产权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 」, 2018-12-04
新华网 ,「知识产权组织：中国知识产权申请量世界领先 」, 2018-12-04
国家知识产权局,「印发《关于对知识产权（专利）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的通知」,
2018-12-05
百家号,「我国加快知识产权信用体系建设 六类严重失信行为将被联合惩戒」, 2018-12-19
中国日报 "IPR infringement crackdown to usher in fairer environment", 2018-12-11
Bloomberg, "China Announces Punishments for Intellectual-Property abusing", 2018-12-05.
New China, "IMF chief economist says China's further opening-up conducive to enhancing growth ",
2018-12-10.
新华网 "China to boost crackdown on IPR infringement ",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