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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NETWORK 
회의 2017Korean

+ IP 판례법 검토+ 국가 업데이트



CAPE TOWN, 
SOUTH AFRICA

소개 
SIMON BROWN 

아프리카 전략 위원회 의장 겸 상표부 공동 
의장 | Adams & Adams

경제 성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발전 특히, 혁신, 기술 및 산업 개발의 촉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프리카의 거시경제는 지난 10년간의 불황을 

견뎌내고 2017년에 약 2.4% 성장을 회복하여 호전될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아프리카 경제의 '빅 3'인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물가 인상, 우호적인 글로벌 금융 조건,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따른 가계 소비자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 소득 

마이너스 성장, 부족한 투자, 생산량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이 

지역에서 희망하는 성장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정되고 있는 물가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에 힘입어 아프리카 경제는 2018년에 

3.2%, 2019년에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경제 위기 이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반영합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등과 같이 은 부존자원 집약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는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전 세계 

무역권 및 기타 선진국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을 정비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많은 아프리카 관할권에서 법률과 법집행 부문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Africa Update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변경, 업데이트 

및 개발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Adams & Adams는 기업으로서 법률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동시에 아프리카 

전역의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정부, 정부부처 및 등록 

기관을 지원하여 아프리카에서 IP 법을 재정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AAN(Adams & Adams Africa Network) 연례 회의 외에 아프리카 전역의 등록 

담당 공무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벤트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유럽 

특허 사무소(European Patent Office, EPO)와 제휴하여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질 심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회 아프리카 특허 담당 수뇌 회담(Africa 

Patent Summit)을 개최했습니다.

ADAMS & ADAMS는 올해 다시 수뇌 회담을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팀에서는 또한 

아프리카 발행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행 가이드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가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 업데이트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발전 특히, 

혁신, 기술 및 산업 개발의 촉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프리카의 거시경제는 지난 10년간의 

불황을 견뎌내고 2017년에 약 2.4% 성장을 

회복하여 호전될 징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아프리카 경제의 '빅 3'인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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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ESBURG,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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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  
NETWORK EXPANSION 

AAAN | ADAMS & ADAMS AFRICA NETWORK
Adams & Adams Africa Network는 아프리카 전역의 당사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괄적인 합동 사무소 협회입니다.

Adams & Adams는 지속적인 발전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집행하려는  고객에게  가장  먼저  선택받는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Adams & Adams는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에 추가로 합동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관할권에서 AAAN(Adams & Adams Africa Network)의 일부로 

편입된 합동 사무소의 수가 21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중요 관할권과 중요 

지역 IP 조직, OAPI 및 ARIPO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앙골라, 

모잠비크, 카메룬 등의 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랫동안  관심권에  있었으며 ,  역사 ,  경제 ,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관할권 내에서 고객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에서 입지를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라고 상표권 담당 부서의 

공동 의장 겸 파트너인 Simon Brown은 말합니다. “짐바브웨는 10년 이상 겪고 

있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IP 보유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한 곳으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가 가진 엄청난 경제적 

잠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이웃 국가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Adams & Adams는 2017년 7월에 짐바브웨에서 사무실을 설립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 사무소의 추가로 Adams & Adams는 IP 서비스 측면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확장은 

효율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가격을 책정하여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Adams & Adams는 케냐(2013), 나이지리아, 

가나(2014), 이집트(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및 수단 북동부 지역을 위한 

허브 사무소 역할 포함, 2015), 감비아(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을 위한 허브 

사무소 역할 포함, 2016)에 합동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당사는 사무소를 설립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대 가격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당사는  네트워크 

범위를 아프리카로 확대하기로 더욱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BROWN은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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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 ADAMS' 사무소 

프리토리아 | 요하네스버그 | 케이프타운 | 더반

합동 사무소 

앙골라 | 보츠와나 | 부룬디 | 카메룬(OAPI)

카보베르데 | 이집트 | 에티오피아 | 가나 | 케냐 

레소토 | 라이베리아 | 리비아 | 모잠비크(ARIPO)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시에라리온

상투메 프린시페 | 스와질란드

탄자니아(잔지바르 포함) | 감비아 |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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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ORIA, 
SOUTH AFRICA

Adams & Adams Africa Network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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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담당관 수뇌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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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IP 네트워크 주간 | 2017

Adams & Adams는 아프리카 전역의 등록 
담당자들과  합동  사무소의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과  기업  및  상용  개발  등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IP  네트워크  주간은  2017년  9월 
11~15일에 개최되었으며 특허 담당 수뇌 회담, 
IP 네트워크 회의, 네트워크 칵테일 축제, 일대일 
회의의 날, 몬테카지노 주말 별장 등과 같은 
이벤트와 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아프리카 IP 네트워크 회의 | 
프리토리아
Adams & Adams는 아프리카 전역의 파트너와 IP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행사인 제5회 연례 IP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모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54개 관할권 중 42곳을 대표하는 100여명의 주요 IP 전문가 

및 관리자와 ARIPO, OAPI, EPO, WIPO 등과 같은 지역 

조직과 글로벌 조직이 참여했습니다.

연례 IP 공개 이벤트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중단되었던  2014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회의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에  대해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Afr 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ARIPO)의 

사무총장인 Fernando do Santo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1회 아프리카 특허 심사 수뇌 회담 | 
프리토리아

연례 아프리카 IP 네트워크 주간의 일부로 Adams & Adams는 2017년 9월 

13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에서  유럽  특허  사무소(EPO)와 

공동으로  제 1회  아프리카  특허  심사  수뇌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 

아프리카에서는 역량 및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실질적인 특허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탁소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에 실질적인 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특허 심사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OAPI(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등과 같은 지역 기관 형태의 업무 분담 및 

심사 자원 공유는 이러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모로코와 튀니지(예정)에서 EP 특허 보유자는 비준 협약을 통해 해당 관할권에 

부여된 유럽 특허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DRC, 스와질란드 등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유형의 등록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특허 보유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에서 허용된 보호 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개 아프리카 관할권의 등록 담당관, 공무원 및 특허 심사관과 EPO, ARIPO, 

OAPI 등과 같은 지역 기구의 대표들이 만나서 이용 가능한 특허 심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ADAMS & ADAMS 파트너 겸 수뇌 회담의 공동 의장인 DANIE DOHMEN은 

아프리카  특허  심사의  상황과  향후  협업  전망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등록 담당관, 지역 조직 및 EPO 간의 정직한 열린 토론의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PO의 유럽 및 국제 협업 담당 수석 이사인 FRANÇOIS-RÉGIS 

HANNART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 특허 시스템이 

점점 더 연계 및 통합되고, 아프리카가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에서 양자 간, 다자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아가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ARIPO는 이 회의에 5년 모두 참여했습니다. 네트워크 

회의의 토론 및 주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록기관 및 정부 공무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N e d b a n k의  수석  경제학자인  N i c k y  We i m a r는 

기조연설에서  법적 ,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현재 전망과 성과에 대한 

중요한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회의의 의장 겸 Adams & 

Adams의 파트너인 Simon Brown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발이 방해받고 있지만, 전날 열린 아프리카 특허 

담당 수뇌 회담에서 논의된 대로 여러 관할권에서 더 나은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구하여 

신청서의 효율적인 처리를 촉진하는 IP 법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분리 세션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 반줄 의정서, 아프리카 

전역의 디자인 소송, 프랜차이즈 계약, 특허 고소 등과 같은 

IP 현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많은 Africa Network 

대표들이 이 회의가 강력한 논의를 촉진하는 환경에서 등록 

담당관 및 IP 관리자와 함께 주요 문제와 질의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아프리카의 IP 전문가들이 만나서 IP 부문의 

상호  관심사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교류의  장입니다 . 

참가자들은 이러한 장을 통해 ADAMS & ADAMS 파트너 및 

전문가의 총체적인 기술과 지식에 접근하고 해당 관할권에서 

비슷한 현안 과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IP 전문가 집단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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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행정 위원회 회의의 구성원

AFRICA UPDATE 2018

ARIPO 
A R I P O에서는  특허와  상표권  모두  접수된  신청서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반줄 의정서를 개시한 이후 가장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ARIPO 행정 위원회 회의 | 릴롱궤
41회  ARIPO 행정 위원회 회기가 2017년 11월 20~22일에 말라위의 릴롱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dams & Adams 파트너 Nthabisheng Phaswana,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 Menzi Maboyi 및 Adams & Adams Mozambique의 Nidia 

Almeida가 회기에 참석했습니다.

Adams & Adams는 모잠비크 사무소를 통해 ARIPO와 직접적으로 협력하며 

ARIPO 특허 시스템의 최대 사용자 중 한 곳입니다. 특허 신청에 대한 가속 및/또는 

지연 심사를 허용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하라레 의정서에 대한 다양한 변경 사항이 

채택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이 회기에서는 ARIPO와 중국 특허 사무소(CHINESE PATENT OFFICE, SIPO)가 

특허  심사  하이웨이 (PATENT PROSECUT ION HIGHWAY,  PPH)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약의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8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ARIPO와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 간에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기구 간에 심사, 

이의, 분쟁 해결 및 IT에 관한 비교 연구 조사, 워크숍, 교육 등과 같은 역량 강화 

활동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ARIPO 특허 신청 2009 – 2017 ARIPO 상표권 신청 2009 – 2017

AFRICA UPDATE2018

Adams & Adams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 
Menzi Maboyi 및 ARIPO DG Fernando 
dos Santos

Adams & Adams 파트너 Nthabisheng Phaswana 및 Mariëtte du 
Plessis와 일부 실무 그룹 회원

반줄, 하라레 및 스바코프문트 의정서 
개선에 관한 6회 실무 그룹 회기 
산업 재산권과 관련한 ARIPO 의정서의 개선에 관한 제6회 

실무 그룹 회기가 2017년 6월에 짐바브웨 하라레의 ARIPO 

본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실무  그룹은  다양한  ARIPO 

회원국과  감시국의  IP 전문가와  등록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실무 그룹은 ARIPO에서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고소 고발을 규정하는 하라레 의정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ARIPO 내 상표권 문제를 규정하는 반줄 의정서 

운영에 관한 몇 가지 현안 과제를 처리했습니다. Adams 

& Adams를 대표하여 파트너인 Mariëtte du Plessis 및 

Nthabisheng Phaswana가 이 회기에 참석했습니다.

반줄 의정서는 19개 ARIPO 회원국 중 10개국의 찬성으로 

비준되었지만, 자국에 반영한 국가는 보츠와나, 라이베리아, 

짐바브웨의 3개국에 불과합니다. Adams & Adams는 반줄 

의정서의 국내 반영과 회원국의 국내법 통일에 ARIPO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ARIPO 이의를 중앙에서 

처리하도록 반줄 의정서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서는 ARIPO 기술 위원회에 의해 수락되었습니다.

CHRISTOPHER KIIGE 은퇴 
2018년 2월 28일에 ARIPO 사무국의 지적재산권 담당 

이사 Christopher Kiige가 20년간의 조직 생활을 뒤로하고 

ARIPO에서 은퇴했습니다. Kiige는 회원국, 운영 파트너 및 

변리사에 대한 ARIPO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Kiige는 그립지만 업계에 고무적인 소식은 그가 IP 개발의 

지원에 착수했던 모국 우간다로 돌아가므로 아프리카가 

그의 재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Adams & 

Adams Africa Network에서도 그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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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PI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
2017년  8월  1일에  코트디부아르의  Denis Loukou Bohoussou가  새로운 

사무총장으로서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Bohoussou의 전임자인 Paulin Edou 

Edou의 임기는 2017년 7월 31일에 끝났습니다. Bohoussou는 말라위 릴롱궤에서 

2017년 11월 23~24에 개최된 ARIPO 각료 이사회의 16회 회기에 참석하여 

Adams & Adams의 대표들과 회동했습니다.

새로운 로고 채택
2017년 12월 11일에 니제르의 니아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OAPI 이사회는 

조직의 새로운 로고를 채택했습니다.

로고에는  조직의  다양성  특히 ,  17개  회원국(베냉 ,  부르키나파소 ,  카메룬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적도 기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토고)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17개의 추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 소송 
Adams & Adams는 OAPI 위원회 이전에 진행된 이의 소송에서 유명한 BAMBINO 상표권의 

국제 보유자인 Labarotorios Indas, S.A를 성공적으로 대변했습니다. Labarotorios Indas는 

기저귀와 유아용 물티슈에 사용되는 문자 상표 BAMBINO를 OAPI 지역 내 3, 16 및 25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신청인 LANA BIO-COSMETICS는 동일 클래스의 3개 상품에 관한 

BAMBINO 상표 로고를 등록하기 위해 OAPI에 신청했습니다. LANA BIO-COSMETICS는 

화장품, 헤어 제품, 향수 등의 제조와 상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Labarotorios 

Indas는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인의 항변을 받았지만, 이의 처리 위원회는 

Labarotorios Indas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신청인의 BAMBINO 로고를 취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LANA BIO-COSMETICS는 OAPI 위원회 이전에 이 결정에 항소하고 야운데의 

고등법원에 불사용에 따른 Labarotorios Indas의 등록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표는 일부 OAPI 회원국에서 기저귀와 유아용 물티슈에 사용되고 있어 말소 신청에 대한 

유효한 변호 사유가 됩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Mr. Denis Loukou Bohoussou, OAPI DG 
and Nthabi Phaswana, Partner,  
Adams & Adams

OAPI 특허 신청 2009 – 2017

OAPI 지적재산권 이사회
2 0 1 8년  초에  O A P I  지적재산권  이사회는  상표권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특허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이사회로 

분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또한  두  이사회를  감독할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사회 분할 결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OAPI, 상표권 등록에 관한 11차 
니스분류 채택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기구(OAPI)의 상표권 등록기관은 

최근에 OAPI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할 때 11차 니스분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FRICA UPDAT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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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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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발의된 전자상거래 법안, 2018
우정  통신  ICT 디지털  기술부  장관은  외국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알제리 영업 규제를 목표로 새로운 전자상거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알제리의 기술에 대한 통제 

부족을 인정하고 모든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국내 기록을 

생성하여 운영자의 세금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해 특정 조건 및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박, 주류, 담배, 제약품,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제품 ,  알제리  법에 의해 금지된  제품  등과  같은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금지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제한
2016년에 알제리 정부는 차량, 시멘트 및 콘크리트 철강에 

대한  수입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  이후  2017년에  21개 

공산품과 농산물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수입 축소 및 

국산품 장려 조치는 수백개 지정 제품의 수입 정지, 기타 

제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 인상, 수입 면허 금지 등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  수입  정지는  2018년에  851개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 계류 중인 사안 업데이트
알제리  특허  사무소는  해당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2013년에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허 사무소는 

사무소의  조치에  대응하여  제출된  변론  또는  개정안을 

처리할 인원이 부족하여 많은 특허 신청이 계류 중입니다. 

당 사무소는 장기 미결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등록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앙골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천연가스 생산 
규제 법률
석유  장관이  앙골라의  천연가스  상업화를  위한  틀을 

제시하는 법률 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큰 산유국인 앙골라는 현재 국내에서 

천연가스를 탐사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권리를 규제하는 

법률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 법률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요리 ,  난방 ,  발전  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  또한  석유  및  석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클린 버닝 화석 연료로 간주됩니다. 

2015년에 앙골라는 7억 7,30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법률은 2018년에 앙골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법률의 조항과 이 법률이 앙골라 

내  주요  석유회사의  천연가스  생산을  규제하는  방법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IAPI 사무총장 복귀
2016년에 IAPI의 사무총장 Ana Paula Miguel은 장기 

휴가를 떠났습니다. Miguel의 복귀를 기다리는 동안 Dário 

Camati가 임시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 

Miguel은 사무총장의 임무를 재개했습니다.

위조 방지 작전
2017년 5월에 앙골라 경찰 수사과(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 SIC)와 세관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습 과정으로 세관원은 루안다 항구에서 여러 컨테이너에 

위조 상품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교육의 결과로 2017년 

6월에 세관원은 다량의 위조 신발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억류했습니다. 추가 조치를 위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10월에 

추가  교육이  실시되었고  항구에서  진행된  컨테이너 

검열에서 위조가 의심되는 다량의 개인 미용 용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가 억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억류는 Adams & 

Adams가 앙골라 세관원과 함께 실시한 지속적인 연례 제품 

식별 워크샵의 결과입니다.

2단계 기록 업데이트 진행 중
앙골라 산업 소유권 심의 기관은 AIPI에서 사업 규제를 위해 

내부적인 기록 재구성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 

신청 번호가 1부터 5,000 사이인 모든 상표와 관련하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 

예상대로 2017년 11월에 신청 번호가 5,001부터 20,757 

사이인 신청서의 공식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내용의 

2차 공지문이 산업 재산권 고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허가되거나 거부된 신청서는 이번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단계는  2018년  11월  24일에  종료되며  보유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만료됩니다.

보츠와나   

세관 교육 및 위조 상품 수색/압류 
작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위조 활동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위조 

방지 팀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교육 및 합동 작전을 통해 

현지 법집행 기관과의 위조 방지를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2월에  Adams & Adams의 파트너 

Charl Potgieter는 가보로네에서 보츠와나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세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보츠와나  경찰 

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s Division, CID)의 부청장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다음  7월에는  가보로네 ,  로바체 ,  프란시스타운의 

다른 경찰서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 이어 

가보로네 산업 지구의 다양한 무역 센터에서 수색 및 압류 

작전을 실시했으며, 다량의 신발과 의류가 폐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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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압류, 앙골라 Adams & Adams 파트너 Charl Potgieter, 인터폴, 세관, 경찰과 공조

압류되었습니다. 위반자들은 체포되었고 유죄 인증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IPAS에 관한 WIPO 지역 교육 워크숍
WIPO는 가보로네에서 2017년 7월 10~14일에 상표권 

심사관을  대상으로  IPAS에  관한  지역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  WIPO는  Adams & Adams의  파트너 

Stephen Hol l i s를  세미나  발표자로  선정했으며  그는 

등록기관에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Stephen은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 Menzi Maboyi와 함께 

기업 및 지적재산권 기구(Company and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CIPA)의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로 인해 파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긴  했지만  장기  미결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
2017년 7월에 보츠와나 등록기관의 고문 사용자(advising 

user)들로부터  사무실의  모든  지적  재산  파일에  대한 

데이터 검증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리적 파일의 정보가 등록기관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산업  재산권  관리  시스템(Industr 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 IPAS)의 정보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영향으로  인해  물리적  파일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  또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I PAS의 

부정확한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기관의 2020 디지털화 

목표(물리적 파일 시스템 근절)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상표권  파일의  수가  많으므로  해당  파일이  우선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WIPO 상표권 심사관 세미나 중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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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Tim Moalusi와의 비공식 토론을 통해 등록기관이 

최초  마감  기한을  2017년  9월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모든  새로운  신청서는  중단  없이  처리되고 

프로젝트에서  이전  문제와  관련한  미결  사안도  처리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검증 프로세스 만기도 

수정되었습니다. 

산업 재산권 법안 초안
2017년에 보츠와나 특허 사무소에서는 장관에게 제출할 

산업 재산권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Adams 

& Adams는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공했으며, 

초안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DRC)  

IP 사무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안
2 0 1 7년  킨샤사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지적재산권 사무소 운영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   DRC에서  운영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IP 사무소에서 기록에 대한 필요한 수준의 주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IP 보유자의 기록 등재가 

오랫동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IP 수수료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역부는  지적재산권  사안  관련 

수수료가 2017년 11월 11일부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DRC의 수수료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인상에는 상표권, 디자인 및 특허 등록 

사안에 대한 수수료 조정이 포함됩니다.

 

이집트 

이집트의 긍정적인 투자 혁신에 따라 
긴급하고 안전한 브랜드 보호 촉구
수출  규제법의  개정에  이어  올해  초  이집트  대통령은 

Investment Law No. 8 of 1997(투자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경제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야심만만한 이 

법률은  이집트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신청에 대한 심사료 수정
이집트 통화의 변동성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특허 심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하지만 ,  현지  통화  수수료  변경이  실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달러 기준 수수료 변경은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  또한  이집트의  젊은  투자자들에게  특허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이집트의 IP 현안을 

담당하는 과학 연구 기술부는 교육 기관에 소속된 학생에 

대한 심사료를 면제했습니다.

Adams & Adams는 2016년에 이집트에서 합동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이집트뿐 아니라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IP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가능했습니다.

이집트, 지적재산권(IPR) 보호 및 집행 
개선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개설
최근에 이집트 정부는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를 차단하기 

위한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을  위한  전문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새  연구소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무단복제 사건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정보기술산업진흥원(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Agency) 본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 

새 ADAMS & ADAMS 합동 사무소
Adams & Adams는 최근에 에티오피아에서 합동 사무소를 

개설하여  아프리카  주요  경제권에  대한  목표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확장은 효율성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가격을 책정하여 A&A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과 공식 IP 등록 시스템의 

설립(2012년)으로 에티오피아에서 IP 업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Adams & Adams는 아프리카의 이 중요한 

신흥  시장에서  합법적이고  권한  있는  합동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 ( G l o b a l 

Economic Prospects Report)의 World Bank’s 2017 

부문에서  2 0 1 7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  IMF는  에티오피아의  GDP가 

2016년에  8 .7% 성장하고  2017년에  약  8 .3%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가치를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에 기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보안 수준, 주변의 부유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낮은 진입 관세, 저렴한 노동력 등이 높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등록기관 방문
2017년 6월에 Adams & Adams의 파트너 Stephen Hollis와 

Dieter Welthagen은 등록 담당관과 회동하고, 계류 중인 

사안을 검토하고, 운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아프리카 

지역 내 19번째 합동 사무소 설립의 결과에 대해 등록기관에 

알리기 위해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 Menzi Maboyi와 함께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했습니다.

수입 특허
외국에서 획득한 특허를 기반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수입 

특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  수입  특허  신청이  처리되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EPO와 같은 심사 관할권에서 획득한 

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에 변경된 것 같으며, 이제 심사 관할권에서 

출원된  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Adams & Adams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EIPO와 

논의를 지속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AFRICA UPDATE2018

위조 방지 교육 워크숍, 보츠와나 에티오피아의 합동 사무소

Adams & Adams 파트너 Dieter Welthagen 및 Stephen Hollis, Tigist Bogale(특허 
부서 관리 팀장), Lidet Abebe(A&A Ethiopia), Dereje Weldemichael(특허 담당 
이사), Getachew Tafa(특허 심사 팀장)위조 상품 압류, 보츠와나

AFRICA UPDA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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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위조 방지 교육 워크숍
2 0 1 7년  1 0월에  A d a m s  &  A d a m s  파트너  C h a r l 

Potgieter는 가나 세관원에 대한 위조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아크라를 방문했습니다. 세관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향후의 상품 억류와 수색 및 압류 작전을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케냐 

고육지책 - 상표권 이의 제기 사례 연구
케냐 지적재산권 협회(Keny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KIPI)는 최근에 Cipla Kenya Limited(“신청자”) 

이름으로 클래스 5에 등록된 상표권 EFAVIR와 관련한 Viiv 

Helathcare UK Limited(“이의 제기자”)의 이의 제기에 대한 

판결을 게시했습니다.

이의 제기자는 1996년에 케냐에서 클래스 5에 등록된 EPIVIR 

상표의 보유자입니다. EPIVIR와 EFAVIR는 모두 HIV 치료를 

위한 의약 및 제약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EFAVIR 상표는 이의 제기자가 이전에 등록한 EPIVIR 

상표권과  흡사하여  소비자가  두  상표를  연관된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EFAVIR 상표는 신청자가 이의 제기자와 불법적으로 

경쟁하고  소비자를  고의로  기만할  목적으로  이의 

제기자의 EPIVIR 상표권과 흡사하게 선택한 악의적인 

상표입니다.

판결에 대한 쟁점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 EFAVIR 상표와 EPIVIR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흡사한지 여부

• 이의  제기자의  EPIVIR 상표권이  케냐에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

• 신청자가 EFAVIR 상표권에 대해 유효한 청구를 했는지 

여부

등록 담당관은 케냐의 클래스 5 등록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VIR 접미사(즉, 21개 레코드에서 발견)가 바이러스 치료를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비교 대상 상표는 

접미사가 EFA와 EPI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양 당사자의 상표가 실제로 

아무런 혼동 없이 약 16년 동안 시장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등록 담당관은 두 상표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처방약이므로 일반 

사용자가 각 상표로 제공되는 제품에 관해 신중을 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약물을  취급하는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  대한  의무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므로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케냐에서 이의 제기자의 EPIVIR 상표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등록  담당관의  관점에서  EP IV IR  상표권은 

케냐에서  관련  종사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EFAVIR 상표권에 대해 유효한 청구를 했으며, 

이의  제기자의  아무런  조치나  이의  제기  없이  또한 

실제로 혼동된다는 증거 없이 15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또한  EFAVIR 상표는  신청자의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인 EFAVIRENZ의 유효 성분으로 

제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조 방지 노력으로 케냐에서 보상 
획득
케냐의 위조방지국(Anti-Counterfeit Agency)은 최근에 

위조와의 전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케냐의  위조방지국 ( A C A )은 

지난 5년 동안 미화 약 9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을 

압류하고 판결에 따라 약 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을 

폐기했습니다 .  AC A는  케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집행하는 데 협조적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위조되는 상품으로는 알코올 음료, 마약 및 약물, 

화장품, 비누, 세제, 헤어 제품 등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위조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위반한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ACA의 성공은 형사 사법 체제에 대한 참여와 많은 훈련 

받은 요원들에 기인합니다. 또한 Adams & Adams 등과 

같은 다른 지적재산권 전문가들과의 협조와 국가 헌법에 

규정된 엄격한 법리에서 ACA의 성공이 기인합니다. 

Adams & Adams 파트너 Charl Potgieter는 몸바사와 

나이로비에서 기관 팀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조 방지 및 

제품 식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및 위조 상품 수색/압류 작전
2017년 7월에 Adams & Adams 파트너 Charl Potgieter는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의 대표 및 인터폴 

요원들과 함께 나이로비에서 위조 방지 및 제품 식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조방지국에서는 케냐 경찰의 지원을 받아 

수색/압류 작전을 실시했으며, 다량의 엔진 오일을 압류하고 

범죄자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최근에  케냐의  2 0 1 7  저작권법 (개정안 )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2001 저작권법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며  제정되는  경우  2 0 1 7 

저작권법(개정안)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법안은 그중에서도 저작권 저자 정의, 저작물, 케냐 저작권 

위윈회의 역할,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 등에 대한 

개정을 제안합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공정 

거래 방어 체계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뉴스거리가  되는  개정안은  현재  법률에 

명시된 저작권 관리단체(Collecting Societies)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  법률이  제정되면  저작권  관리단체의  공식 

명칭이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로 변경되고, 이 단체의 역할에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가  포함될  것입니다 .  또한  이 

법안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표권 이의 제기 당사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는 고등법원의 판결
케냐에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의 소송의 양 당사자는 모든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언제든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 양 당사자들이 여러 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 상표권 등록 담당관과 보조 등록 담당관 일방의(ex 
parte) Strategic Industries Limited 및 다른 [2006] eKLR’ 

사건에서 케냐 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피항소인인 상표권 

등록 담당자가 양 당사자가 제출을 완료하고 변론이 종료된 

이후에 재량권을 행사하여 상표권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허용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위헌 법률 심사권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상표권 등록 담당자에게 제기된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판결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 제출 후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상표권 규칙의 규칙 52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세관 교육, 아크라 세관 교육, 나이로비 압수된 엔진 오일,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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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다른 접근법 매핑
케냐의 3차 기관과 디자인 회사에서 최근에 실시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케냐의 비공식 교통 체계에 대한 첫 번째 맵을 

작성했습니다. 케냐의 비공식 교통 체계는 마타투(민간 소유 

미니버스 택시)가 주를 이루므로 일상 여행 계획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도시 확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타투 여행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종이 기반의 초기 맵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구원들이 

스마트폰만  지참하고  마타투  경로를  찾아다니고  케냐 

수도에서  통근자들과  통신하면서  직접  수집했습니다 . 

이제  Google 지도를  운송  옵션으로  사용하여  디지털 

맵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된 맵을 사용하여 

나이로비의  도로를  이동  중인  통근자와  여행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이로비의  여행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바일 앱이 개발되어 마타투 네트워크 맵 특히, 

무료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맵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2001에서는 맵을 케냐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예술 작품으로 특별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권한 없이 마타투 맵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일반에 판매하는 등과 같은 행위는 맵에 존속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인 심사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11 of 2017에 대한 최신 

개정안에서는 케냐에서 특허 신청을 위한 특허 자격 요건을 

개정하고 심사 요청 기간을 신청서 제출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장했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기탁소 요구 사항
미생물 기탁을 규제하는 부타페스트 조약에 많은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케냐는 아직 회원국이 아닙니다. 

케냐 산업 재산 보호법에서는 특허 신청이 일반에 허용되지 

않는  미생물과  연관되거나  미생물의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 신청자는 케냐 농축산 연구소(Kenyan Agricultural 

& Livestock Research Organization, KALRO)(이전의 

케냐 농업 연구소(Kenya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KARI)) 또는 케냐 의료 연구소(Kenyan Medical Research 

Institute, KEMRI)에 배양된 미생물을 기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직에서는 미생물을 기탁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케냐 IP 사무소는 WIPO와 함께 

2017년 12월에 미생물 기탁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케냐에 등록된 단체 상표 | TAITA
케냐  지적재산권  협회는  최근에  TAITA BASKET을  단체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단체 상표는 거래 과정에서 협회의 

회원인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해당 협회의 회원이 아닌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 가능한 상표를 말합니다. 

케냐의  타이타  타베타  현에서  생산되는  사이잘  타이타 

바구니는 세대에 걸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구니 직조 

기술을 습득한 현지 여성들이 전통 기법에 따라 제작합니다. 

WIPO는 최근에 TAITA BASKET의 생산 및 품질 표준화를 

위해 타이타 타베타 현의 여러 마을에 거주하는 바구니 

직조공을 대상으로 교육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타이타 바구니 협회를 설립하고 단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지적재산 등록권 보호에 따라 타이타 바구니 협회는 케냐와 

해외에서 고객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 취약 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전통 지식을 

상업화하고 업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소토 

마드리드 의정서에서 레소토를 지정할 
때 사용 의향을 선언하도록 요구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 

신청서에서 국가를 지정하거나 후속 지정할 때 레소토에서 

사용  의향을  선언해야  합니다 .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미드리드 협약과 해당 협약에 관한 의정서의 공통 규정, 규칙 

7(2)에 의거하여 이 요구 사항은 레소토 정부가 2017년 3월 

31일에 WIPO에 통지하면 발효됩니다.

하지만  법률과  규정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표 

보유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상표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라이베리아 

초안 IP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법은 라이베리아 하원에서 2016년 

7월 14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신규 법률에서는 파리 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하라레 의정서, 반줄 의정서에 대한 신청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최근에 2018년 1월 말을 

기한으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라위 

새로운 상표 법안 통과
말라위 의회에서는 국내 지적재산권 부문에 새로운 개발 

결과를 통합하여 상표 보호를 현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면 기존 

Trade Marks Act of 1957은 폐지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서비스 마크, 단체 상표, 인증 마크,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등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등록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10년의  갱신 

기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ARIPO 상표권을 규제하는 

반줄  의정서  조항을  말라위  국내법에  통합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리셔스 

위조 방지 교육 워크숍
2017년  11월에  모리셔스에서  세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불법복제방지 협회의 회원이 교육 

회기에 참여했으며 이제 시장 수색/압류 작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 

IP 수수료 인상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재산청(Moroccan Offic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MPIC)은 2017년 10월 

1일부로 모든 지적재산권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OMPIC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50% 할인해 주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일부 수속은 여전히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모로코의 EPO 비준
Morocco가 EPO 비준 국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유럽 특허는 모로코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준 후에는 원칙적으로 유럽 특허청의 38개 

회원국에 대해 EPO에서 부여하는 특허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세관 교육, 포트루이스타이타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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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가 공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재산청(OMPIC)에 아랍어 또는 프랑스어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 신청자의 경우 모로코 특허 변리사로 

등록된 대리인을 통해 모로코에서 유럽 특허를 비준해야 

합니다.

모잠비크 

수수료 인상
모잠비크에서는 2017년 7월 13일에 IP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  하지만  모잠비크  통화의  변동성으로 

인해 미화 달러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줄 의정서(ARIPO)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모잠비크
2017년 9월 19일에 모잠비크 각료 이사회는 모잠비크의 

반줄 의정서 가입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상표권에 관한 

반줄 의정서는 아프리카 지역 산업 재산권 기구(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 

사무소에서  상표권  신청을  한  번만  제출하면  신청자가 

지정한 모든 회원국이 신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잠비크는 ARIPO 창립 회원이지만 아직 반줄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ARIPO 사무총장에게 

가입 서류를 기탁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수행할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류를  기탁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모잠비크에서 반줄 의정서가 발효됩니다.

나미비아 

위조 방지 교육 워크숍 및 수색/압류 
작전
Adams & Adams 파트너 Charl Potgieter는 2017년 

11월에 인터폴 회원, 경찰, 세관에 대한 위조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나미비아를  방문했습니다 .  나미비아 , 

르완다 ,  모잠비크 ,  보츠와나 ,  앙골라 ,  부룬디 ,  말라위 , 

남아프리카공화국 ,  모리셔스 ,  코모로 ,  마다가스카르 , 

스와질란드, 잠비아, 레소토, 우간다, 케냐, 짐바브웨의 

세관원과  세계  관세  기구  회원에  대해서도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빈트후크의 ‘차이나타운’에서 후속 시장 작전을 실시하여 

의류 ,  신발 ,  시계 ,  선글라스  등  자수한  많은  위조 

상품을  압류했습니다 .  12월에  월비스만에서  추가  압류 

작전을 실시하여 84 672점의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상품은 폐기될 예정입니다.

나미비아 고등법원의 사칭 판결 
나미비아 고등법원의 Parker AJ 판사는 2016년에 관습법에 

따른 사칭 기반 이의 신청과 등록 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미비아에는  상표법과  관련하여  보고할  만한  사건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은 South West Africa Act 48 

of 1973(“법률”) 및 관습법의 해석과 응용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청인 Michael Demtschuk는 Rentokil Namibia Pest 

Control Services라는 이름으로 무역업을 하는 나미비아 

주민으로서, 피항소인 Rentokil Initial 1927 PLC(영국 소재 

기업)의 이름으로 등록된 RENTOKIL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취소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은  1 9 9 8년에  R E N T O K I L  상표를  채택하여 

나미비아에서 병충해 방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RENTOKIL PEST 

CONTROL이라는 방역 회사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피항소인은 나미비아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2003년에 

클래스 37에 RENTOKIL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2010년에 

등록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상표 사용이 현지에서 상표에 관한 본인의 평판을 

고려할 때 기망 또는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항소인의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안으로 불사용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피항소인은 신청인에게 등록 상표권 위반과 본인의 업무가 

피항소인과 연관된 것처럼 사칭하여 피항소인과 불법적으로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촉구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1998년 이후 나미비아에서 RENTOKIL 상표권에 

대한 평판이 신청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의  상표  사용이  기망의  가능성이  있고 

혼동을 일으켜서 신청인이 확립한 영업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남서 아프리카 법률의 상표권에서는 외국의 유명 

상표를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므로, 피항소인이 이의 

신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에  의거하여  사칭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미비아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평판을 얻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외에서의  인기만으로는  나미비아에서 

다른  당사자의  상표  채택  및  등록을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항소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쌓은 상표권에 대한 

국제적 명성(나미비아에서의 파급 명성 효과)과 나미비아 내 

남아프리카공화국 계열사의 간접 사용을 통해 나미비아에서 

RENTOKIL 상표에 대한 평판을 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항소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계열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관련 

진술서가 없으므로 증거는 소문으로 간주되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확정되고  이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피항소인은 판결에 상고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위조 방지 교육 
나이지리아에서 수색/압류 작전을 실시하여 위조 세제를 
압류하고  위반자를  체포했습니다 .  이  작전에서  창고를 
수색하여 많은 양의 세제를 압류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 재산 위원회(INDUSTRIAL 
PROPERTY COMMISSION) 법안 
제2독회 통과
수년  동안  최종  승인  계류  중인  산업  재산  위원회 
법안이 2017년 11월에 나이지리아 의회에서 제2독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상업 위원회의 추가 심사 및 
공청회  대상으로  의회에  재회부되어  최종  독회를  거칠 
것입니다. 통과하면 법률로 통과됩니다. 이 법안은 IP 분야의 
발전을 인정하므로 관습법이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사용자들의 환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Adams & Adams 파트너 Charl Potgieter(왼쪽), 압류 작전 
중 공무원 지원, 나미비아 위조 방지 수색/압류 작전,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실시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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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A, 
SEYCHELLES

르완다 

취소 신청 방어 
최근에 Adams & Adams는 르완다에 등록된 상표 중 
하나에 대해 제기된 취소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상표 보유자를 지원했습니다. 신청자는 불사용에 
근거하여  상표  보유자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상표 보유자가 르완다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포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실제로  신청자는  당사자  간에 
르완다에서 제3자 상표 사용에 관한 서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상표 보유자의 상표 사용 의도와 상업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등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서신은  르완다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표  보유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  또한  당사는  3년  불사용  기간을  계산할 
때 상표 등록 인증서를 최종 발급한 날짜를 관련 날짜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  제출된  취소  신청에는  더 
이전  날짜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특정 
사안에서  상표  보유자의  등록  인증서는  2011년  3월에 
처음  발급되었지만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반환  및 
정정되었습니다. 정정된 등록 인정서는 2012년 10월에 
재발급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담당자는 날짜가 잘못되어 
상표  보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상관없이 불사용 기간을 계산할 때 등록 인증서 
최초 발급일을 관련 날짜로 고려했습니다. 절차상 취소 
과정에는 등록 담당자와 당사자 대표 간의 여러 중재 회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나고야 의정서
Sierra Leone은  2016년  11월  1일에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가입 서류를 기탁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10월 29일에 일본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보완 협정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2017년 

1월 30일에 발효된 이 의정서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전자원 이용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촉구합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 유전자원에 

귀속되는  모든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비롯하여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세이셸 

세이셸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아티스트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및 세금 
발의
세이셸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음악가 및 아티스트의 증가에 

따라 세이셸의 창작산업 및 지역행사청(Creative Industries 

and National Events Agency, CINEA)은 공연을 위해 

세이셸을  여행하려는  외국인  아티스트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세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CINEA의  발의안에서는  모든  외국인  공연자는  세이셸 

섬에서 공연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아티스트가 섬을 방문하는 이유, 공연 장소, 현지 연락처 

또는  대리인 ,  머무르는  장소 ,  전체  일정  등을  신청서에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은  외국인  공연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되며 ,  CINEA가  업계의  각 

계층과 발의안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입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일입니다. 당연히 업계에는 이러한 

발의안에 우호적이지 않은 계층도 있으며, 규정이 고려될 

때 Seychelles Copyright Act of 2014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소말리아 

경고 문구가 가능한 소말리아
1991년 이전에는 소말리아에 상표 등록기관이 존재하여 

상표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가 

반군  단체에  전복당한  1991년  이후에는  소말리아에서 

상표권을  신청하거나  기존  등록을  집행  또는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모가디슈의 등록기관은 

폐쇄되었습니다. 

1991년 이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와 자치를 기치로 하는 

여러 이슬람 기반 지방 행정당국이 창건되었고, 그중 가장 

성공적인 행정당국은 자칭 독립국가인 소말릴란드에 위치해 

있으며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상표권을 취득하여 집행할 수 

없지만 상표 소유자는 소말릴란드 행정당국 내에서 경고 

문구를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여  위반자와  일반 

대중에게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고지하고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경고 문구는 상표 무단 사용을 

제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까지  경고  문구  게시는  소말릴란드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  이제  소말리아  전역에서  경고  문구를 

광범위하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문구는  매일  발행되는  신문에 

토착어(소말리아어)로 게시됩니다. 또한, 전자 미디어를 

통해 경고 문구를 영어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금지 사항은 

없으며, 이는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지고 위반을 제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므로 권장됩니다. 

경고  문구를  종종  다시  게시하여  국내에서  상표권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저작권 개정안 2017 
2017년 5월 16일에 헌법 제75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처음 게시된 저작권법 

수정안은 이해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  수정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법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작품 즉, 공예품 창작, 공연자의 권리 보호, 표음 

문자에 대한 권리 보호, 로컬 콘텐츠에 대한 방송 홍보와 

관련한 조항 제거. 공연자의 권리 보호와 로컬 콘텐츠 

방송 홍보는 2016년 12월에 의견 청취를 위해 게시된 

개정된 공연자 보호법과 같은 다른 법률 및 정책에서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 ‘고아 저작물’에 대한 정의 수정

 - ‘복제’의 정의를 대체하는 용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저작권이 영구적임을 명시한 조항 제거

 - 이제 추급권이 미술 작품으로 제한되며 법안에서 

등급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장관이  관보에  제안 

등급을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성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 공연자, 소유자, 생산자 또는 작가의 

신원에 관한 추론이 존재하며 추급 기간을 저작권 

기간과 일치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상품  병행  수입  관련  조항 ,  다양한  위반  예외 ,  저작권 

관리단체 규정, 저작권 재판소 설립 등은 이전 법안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아이디어 ,  작업  방법 ,  수학  개념 

등을 제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페이스 사양을 

제외했습니다. 또한 표 및 컴파일 항목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해당 내용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특정 기술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관련 장관 위원회에서 법안을 Section 75 

법안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안의 공익성이 큰 경우 장관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불만 사항에서 '드롭캐칭 
(DROP-CATCHING)’ 방어 테스트
darling.co.za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에서 .co.za 도메인 

이름 영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배경에서 드롭캐칭 관행을 

처음으로 고려했습니다.

“드롭캐칭”이란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무효화된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행적으로 이는 합법적이지도 불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자의 행위가 분쟁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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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 ES SALAAM, 
TANZANIA

위조 상품 창고, 탄자니아 위조 신발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금형 압수, 탄자니아 Adams & Adams 파트너 Charl Potgieter, 세관 팀원과 함께, 탄자니아

예를 들어, 일반 최상위 도메인(예: .com)의 도메인 이름 

분쟁을 규제하는 WIPO의 UDRP 규정에서는 드롭캐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드롭캐칭 문제에 대한 결정이 불만 제기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지만 ,  모든  결정에서  불만  제기자는  등록자를 

불신했습니다. 이는 UDRP 규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co.za 이름 영역의 분쟁을 규제하는 ADR 규정의 경우 

불신은 불만 제기자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 주관적 

요소입니다. 오히려 객관적 척도인 남용이 필수 요소로 

설정됩니다.

darling.co.za 사건에서 불만 제기자는 인조 붙임머리를 

포함하여 DARLING 단어에 대한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  제품을  광고하는  활성  웹  사이트에서 

d a r l i n g . c o . z a  도메인  이름을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실수로 인해 도메인 이름이 

무효화되었습니다 .  등록자의  드롭캐칭  소프트웨어에서 

도메인  이름을  즉시  등록하고  해당  이름이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시작  페이지로  안내했습니다 .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전에 불만 제기자는 등록자에게 연락하여 도메인 

이름을  판매/복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  등록자는  불만 

제기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높은  금액에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겠다고  불만  제기자에게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불만 제기자가 등록자 측에 남용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규정에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 

취득 또는 등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합리적인 현금 지불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드롭캐칭에 

기반하는  등록자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일반적이거나 

공정하게 이용 가능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취득해야 

했습니다. 등록자는 darling.co.za 도메인 이름이 지리적 

설명  형식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관은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  의도 (또는  의도 

부족 )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이름  등록의  결과가  불만 

제기자의 권리에 대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심판관은  도메인  이름을  불만  제기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Regulation 5(c)의 단서를 참조하여 

판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중인 도메인 이름이 불만 

제기자의  상표와  동일하다는  단서와  관련하여  도메인 

이름이 남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심판관은 등록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드롭캐칭이 등록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종종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때 Regulation 5(c)의 단서는 

그런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YRIL RAMAPHOSA 대통령 당선 
Cyri l  Ramaphosa는 2018년 2월에 의회에서 Jacob 

Zuma 전  대통령이  9년  간의  집권을  끝으로  사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Ramaphosa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단을 이끌고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연방 정상회담(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 CHOGM 2018) 

에  참 석 하 여  투 자 자  및  비 즈 니 스  리 더 들 에 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경제 회복의 국면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수단 

남수단의 상표 보호
남수단 최고 등록 담당관 사무소는 2017년 5월 15일에 

적절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상표 등록 업무를 중단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에 비즈니스 등록기관을 통해 상표 예약이 

가능할 것이며 의회에서 지적재산권법이 통과된 이후에 

상표 신청이 처리될 것이라고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 담당자가 예약 프로세스에 사용할 공식 양식을 

아직 발급하지 않아 상표 예약 시스템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록기관도 업무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대한 법무부의 

지침이 없으므로 등록기관에서 상표 신청을 수락할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표 소송은 상표가 유효한 방식으로 등록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의 제정이 계류 중인 남수단에서는 

현재  상표  위반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Investment Promotion Act, 2009의  Section 35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수단이 조인한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남수단의 모든 개인과 투자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따라서  고객이  투자자이고 

남수단 내에 거주할 경우 파리 조약에 따라 지역 내에서 권리 

행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조약을 비롯하여 

수단이 조인한 국제 협약에 남수단이 조인하지 않은 경우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사는 남수단의 상황과 관련하여 등록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수단 

수단, 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가입
지적재산권 일반 등록 담당자인 Adil Khalid Hassan Hilal은 

최근에 상표 보급을 위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웹 사이트를 

통해  수단  내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단은 191개 WIPO 회원국 중 

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개시한 39번째 국가입니다.

2010년에 공인된 수단은 최근에 세관 기록을 승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단 상표 소유자는 지난 3년 

동안 불법복제/위조 상품이 수단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 상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된 수단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억류  후  상표 

보유자에게 보고하여 위반 소송에 착수할 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세관 기록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최대 2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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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S, 
TUNI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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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질란드 

상표 등록 담당관 퇴사
Stephan Magagula는  스와질란드의  상표  및  특허 

등록 담당관으로 8년 동안 재직한 후 2017년 12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재직 중에 Magagula는 스와질란드의 지적재산권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에  산업  재산 

재판기관  법 ,  상표법 (개정안 )  및  특허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상표법(개정안)은 스와질란드의 국내법을 마드리드 및 ARIPO 

등록 체계에 따른 국제 의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스와질란드는 마드리드 

의정서와 ARIPO 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와질란드의 국내 IP 법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마드리드 또는 ARIPO 의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와질란드는 두 체계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로 지정될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등록기관에서 신청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와질란드의 새 이름
스와질란드의 왕 Mswati III는 2018년 4월에 영국 통치에서 

독립한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명을 Kingdom of eSwatini로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스와지의  땅”을  의미하는 

eSwatini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잠비크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의  스와지  언어  이름입니다 .  다른  국가들과 

달리 스와질란드는 60년 이상의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한 

1968년에 국명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 

온라인 등록
탄자니아에서 기업, 기업명 및 지적재산권 등록 권한이 

있는 기업등록청(Business Registrations and Licensing 

Agency, BRELA)은 특허 및 상표 신청서의 전자 등록을 

규정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되지 않아 등록 사항을 

전자적으로  완벽하게  검색할  수  없으므로  물리적  파일 

검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등록 담당 공무원이 전자 검색과 

수동 검색을 모두 실시합니다.

전자적으로  등록된  상표  신청서는  더  효과적으로 

처리되지만 ,  2018년  1월  4일에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가동하기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조 방지 수색/압류 작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수색/압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한 제조 시설을 수색하여 다량의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 중인 금형을 압류했습니다. 

Adams & Adams는 계속해서 각 국가의 수사망을 활용하여 

이러한 대규모 압류가 가능한 조사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5월과 12월에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세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토고 

위조 방지 - 세관 억류 가능
Adams & Adams는 토고 세관과 협조하여 2018년 1월에 

토고에서 처음으로 위조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이 들어 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억류했습니다. 압류 및 궁극적으로는 

전량 폐기를 위한 법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튀니지 

유럽 특허 비준 가능
EPO의 대통령 Benoît Battistelli와 튀니지 국가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기구(National Standardisation and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 INNORPI) 사무총장 Amel Ben Farhat는 

최근에  2017년  12월  1일부터  튀니지에서  유럽  특허를 

비준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튀니지  특허법과  규정은  아직  유럽  특허 (EP) 

비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튀니지에서 비준된 EP 특허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튀니지에서는 고객이 계속해서 파리 조약 또는 PCT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dams & Adams는 최근에 이집트에서 합동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북아프리카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튀니지와 북아프리카의 

다른 관련 국가에서 고객이 특허 및 디자인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 

위조 방지 교육 워크숍 
2017년 3월에 Adams & Adams 파트너 Charl Potgieter는 

우간다 국세청 직원에 대한 위조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캄팔라를 방문했습니다. 고객이 위조가 의심되는 상품이 

우간다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상품을 억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 재산 규정 승인
우간다  정부는  2017년  2월  10일에  산업  재산  규정을 

공시하여  Industr ia l  Property Act,  2014(“법률”)를 

정식으로 발효했습니다. 우간다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등록기관에서 산업 디자인, 유틸리티 모델,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IP 사례 연구 | 아프리카 
병원의 위생 개선을 위한 ‘일보 전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의인성 감염(HAI)은  전 세계의 

환자와 의료 전문가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 현안입니다. 

HAI는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에서 드러나지 않았거나 

입원 시 잠복 중이던 균에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감염되는 

사례로 정의됩니다. 주로 다중내성 병원균이 원인인 이러한 

감염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게 질병, 장기 입원, 과도한 

비용 때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선진국에서 

HAI에 대한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일반 입원 환자의 

5%~15%, 집중 치료 병동(ICU) 환자의 50%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젊은 건축가인 Grace Nakibaala는 손을 쉽게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병원 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인 PedalTap은 

핸즈프리 방식의 발로 작동하는 경제적인 휴대용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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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시스템입니다. PedalTap 기술은 기존 수도 시스템을 

개조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기존 수도꼭지에서 확산되는 

독감 ,  콜레라 ,  에볼라  등과  같은  강력한  감염성  질병의 

증식과  빈도를  줄여주는  경제적인  비접촉식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효과적인 손 씻기로 공공시설에서 HAI 확산을 

60% 줄일 수 있었습니다.

Grace는 혁신, 열정, 헌신으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  Johnson & 

Johnson의 아프리카 혁신 과제를 해결한 3인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Johnson & Johnson은  아프리카 

공공의료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최근에는 가나와 케냐에서 

운영 허브를 개설했습니다.

각 수상자에게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금 

외에도 Johnson & Johnson 소비자 연구 개발 센터와 기타 

업계의 과학자, 엔지니어, 운영 전문가의 멘토링 서비스가 

부상으로 제공됩니다. 경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Adams & 

Adams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Johnson & 

Johnson에 문의했습니다. 2017년에 Adams & Adams는 

PedalTap에 대한 상표 신청을 접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올해 초 팀은 ARIPO에 유틸리티 모델 신청을 접수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전자식  비접촉  또는  자동 

수도꼭지를 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고가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손잡이나 레버를 통해 유량 또는 가스 흐름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이 

피부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누구나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해 손잡이를 만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도꼭지의 손잡이나 레버가 오염된다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은 씻은 후에도 세균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작동하거나 핸즈프리 

방식의  수도꼭지를  개발했지만  아직은  널리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도꼭지는 많은 부품이 포함되고 

더 복잡하므로 기존의 수동식 수도꼭지에 비해 더 비싸고 

설치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PedalTap 발명품은 밸브를 발로 작동하여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당사는 우간다에서 

PedalTap에 대한 상표 신청서를 접수하고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ARIPO)에 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에 대한 

유틸리티 모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ARIPO 18개 회원국을 

모두 지정했습니다,”라고 특허 변리사 Wynand Fourie는 

말합니다. “사양 및 도면을 준비하고 고객의 승인을 받는 

전체 과정에 약 3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낙관합니다. 다른 페달 작동식 수도꼭지 

디자인이 출시되어 있지만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G r a c e와  그녀의  팀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수상 및 IP 프로세스 담당 아프리카 특허 

책임자 Nicky Garnett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평범한  시민이  직면한  의료  과제를  해결하려는  그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기업가 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Adams & Adams는 자랑스러운 아프리카 법률 회사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삶의 질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Johnson & Johnson의 이니셔티브에 찬사를 보냅니다.”

잠비아 

위조 방지 교육
2017년  2월에  잠비아  표준국 (Zambian Bureau of 

Standards, ZABS)에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ZABS는 

경찰과  함께  수색 /압류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새로운 IP 법 개시
2017년에 잠비아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IP 법에 

대한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 특허법(No.40 of 2016) 

• 통합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법(No.6 of 2016) 

• 산업 디자인법(No.22 of 2016) 

• 민간전승물에  대한  전통지식 ,  유전자원  및  표현 

보호법(No.16 of 2015)

이러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수권  규정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법률 규정이 발행되면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발행될  때까지는 

폐기된 특허법과 등록된 디자인법이 새로운 법률에 계속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짐바브웨 

ROBERT MUGABE 대통령 사임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1월의 대통령 

사임일  것입니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경제는 

투자자 감소, 인플레이션 압박, 식량 생산 부족, 약 95%에 

이르는 실업률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나라는  정치적  및  경제적  현안에  직면해 

왔지만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체제를 활용할 것이므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짐바브웨에서 권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촉구됩니다.  

광고 기관의 추진력 확보
최신  관보에  게재된  글로벌  광고  변호사  협회(Global 

Advertising Lawyers Association, GALA) 보고서에 따르면 

짐바브웨 광고 표준 기관(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of Zimbabwe, ASAZIM)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인 

ASAZIM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짐바브웨에서 광고직 종사자들의 평판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서서히 얻어가고 있습니다. 

ASA는 2017년 3월에 ASAZIM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이미 

여러 건의 불만 사항과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ASAZIM은 짐바브웨 공인 광고 전문가 협회(Zimbabwe 

Association of Accredited Practitioners in Advertising, 

ZAAPA), 짐바브웨 시장경영자 협회(Marketers Association 

Zimbabwe, MAZ), 광고 미디어 협회(Advertising Media 

Associat ion,  ADMA)와  협력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 

ASAZIM는 합법적이고 품위 있고 솔직하고 진실한 광고를 

위한 즉각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광고강령(Code of Advertising Practice)은 ASAZIM의 지침 

문서입니다. 또한 광고강령은 국제 광고강령(International 

Code of Advertising Practice)을 기반으로 국제 상업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내 자기 규제 시스템의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ASAZIM의 강령은 짐바브웨 

시장에 맞춰 특별히 작성되었습니다. 이 강령은 현지 마케팅 

및 통신 산업의 대표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변화하는 산업 

및 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때때로 개정됩니다.

GALA의 보고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ASAZIM은 Lafarge 

광고가 근거없는 사실을 제시하여 ASA 표준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PPC Cement와  Lafarge 간의 분쟁을 

비롯하여 몇 건의 분쟁과 불만 사항을 이미 처리했습니다. 

ASAZIM에 접수된 불만 사항은 분쟁을 심리하여 처리하도록 

설립된 실무 분과위원회의 심리를 거칩니다. 분과위원회의 

판결은 심리 후 5영업일 이내에 전달됩니다.

AFRICA UPDATE2018



CAPE TOWN, 
SOUTH AFRICA

NOTES

AFRICA UPDATE 2018

30

짐바브웨의 합동 사무소

마드리드 의정서 이행
짐바브웨에서  마드리드  의정서  이행  규정이  2017년 

3월에  공고되었습니다 .  이  규정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짐바브웨에서  공식화했으며  2 0 1 7년  3월  1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효과로 현재 짐바브웨 상표 

등록기관에서는  마드리드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처리 

중입니다. 이 규정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마드리드 

신청서가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이의 제기를 받고 있으며, 상표 저널에 게재되는 신청서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짐바브웨에서 신청/등록이 

이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공식  인정되므로 

짐바브웨를 지정하여 마드리드 상표를 신청하려는 보유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한  등록기관에서는  IPAS 시스템을  통해  공식  파일의 

디지털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절차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효과적인 운영과 국내 등록기관 

신청서의 온라인 접수를 개시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IP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상표 기록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등록기관 방문
Adams & Adams 파트너 Mariëtte du Plessis 및 Nthabi 

Phaswana는 2017년 6월에 짐바브웨 IP 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조 등록 담당관 Willie Mushayi와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마드리드 신청서 처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표 

심사관들은 마드리드 온라인 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했으며 

WIPO로 인증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법 개정안
Jud ic ia l  Laws  Amendment(상업  및  기타  분쟁의 

간편한 해결) Act 7 of 2017은 2017년 7월 23일에 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특허심판원을 고등법원의 

특수 분과로 설립합니다.

ADAMS & ADAMS 합동 사무소 설립
2017년에 Adams & Adams는 짐바브웨에서 상표 사안과 

관련하여 지정 ARIPO 사무소 역할을 할 합동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현지 파트너 Brenda Matanga를 ZIPTA의 

의장으로  선임했다는  소식  또한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합동 사무소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당사는 이 

나라에서 IP 권리를 보호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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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damsadams.com

프리토리아 사무소
Lynnwood Bridge, 4 Daventry Street,  
Lynnwood Manor, Pretoria, South Africa

PO BOX 1014, Pretoria 0001, South Africa

전화   +27 12 432 6000 
팩스  +27 12 432 6599 
이메일 mail@adamsadams.com

요하네스버그 사무소
2nd Floor, 34 Fredman Drive 
(Cnr. 5th Street), Sandton, South Africa

PO BOX 10155, Johannesburg 2000, South Africa

전화  +27 11 895 1000 
팩스 +27 11 784 2888 (CPL) 
 +27 11 784 2872 (특허) 
 +27 11 784 2889 (상표권) 
이메일 jhb@adamsadams.com

케이프타운 사무소
28th Floor, 1 Thibault Square,  
Cnr. Long Street and Hans Strijdom Avenue,  
Cape Town, South Africa

PO BOX 1513, Cape Town 8000, South Africa

전화  +27 21 402 5000  
팩스  +27 21 418 9216 (Patents) 
 +27 21 419 5729 (Trade Marks) 
이메일 cpt@adamsadams.com

더반 사무소
Suite 2, Level 3, Ridgeside Office Park,  
21 Richefond Circle, Umhlanga Ridge,  
Durban, South Africa

PO BOX 237, Umhlanga Rocks 4320, South Africa

전화 +27 31 536 3740 
팩스  +27 31 536 8254 
이메일 dbn@adamsadams.com

합동 사무소: 

앙골라 
angola@adamsadams.com

보츠와나 
botswana@adamsadams.com

부룬디 
burundi@adamsadams.com

카메룬(OAPI) 
cameroon@adamsadams.com 

oapi@adamsadams.com

이집트 
egypt@adamsadams.com

가나 
ghana@adamsadams.com

케냐 
kenya@adamsadams.com

레소토 
lesotho@adamsadams.com

라이베리아 
liberia@adamsadams.com

리비아 
libya@adamsadams.com

모잠비크(ARIPO) 
aripo@adamsadams.com 

maputo@adamsadams.com

나미비아 
namibia@adamsadams.com

나이지리아 
nigeria@adamsadams.com

시에라리온 
sierraleone@adamsadams.com

스와질란드 
swaziland@adamsadams.com

탄자니아(잔지바르 포함) 
tanzania@adamsadams.com

감비아 
thegambia@adamsadam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