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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세계지적 재산권기구  혁신 지수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혁신 투입과 산출이 여전히 극소수의 경제 그룹에 

집중되어 있고, 전세계의 혁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전체 혁신과 지적재산권 흡수의 범위 

안에서 아프리카는 여전히 한 수 아래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모든 이익과 

관련된 측의 노력이 절실하다.이제 아프리카가 주요 

지적재산권 소비자에서 지적재산권 생산자로 변모할 

때이다.

Adams  법률사무소에서  아프리카 최신 동태  잡지 제

8호를 발표할 때, 이 잡지는 유럽 대륙의 IP 포인트를 

포함시켰으며, ARIPO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과 지적재산권 발전의 주요 이익에 관한자로서 

이 회사가 아프리카의 지적재산권 의식을 높이는 데 

발휘한 역할은 찬양 받을 만하다.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ARIPO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아프리카 대륙이 혁신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런 배경에서 2019년은 2018년 

체결된 3자 양해각서인 국제상표국 ARRIPO-OAPI(WAO 

협약이라고도 함)의 실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재산 

기술 지원을 아프리카 주류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ARRIPO는,  가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제공, 이노베이션과 

부가가치  회의, 저작권에 관한 나이로비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 몇몇 조치를 취했다. 운영에서 

ARIPO는 특허(867)와 로고(408) 면에서도 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다.또한 ARIPO 학원은 지역 지적재산권로 

전다환되었탄자니아  다리우스 살람대학은 세 번째 

지적 재산 석사 학위 프로그램인 탁월한 교육 센터를 

시작하고 있다.ARRIPO는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94%의 특허 출원이 온라인으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ARIPO는 무종이화 사무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실제로 2019년세계지적 재산권기구 (wipo)의 

지적재산권 사실과 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세계 

특허 출원에서 0.5%, 상표 신청에서는 1.7%, 산업 

디자인에서는 1.5%, 실용신종에서는 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지적재산권 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아프리카 대륙에 

지적재산권 사용률이 낮은 이유를 포함해 가능성이 

부족한 심대한 정책을 입법과 적정한 체제의 틀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국의 운영 효율성과 반응 능력도 

중요하므로 관련 부문은 세심하게 주의하고 개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TA)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추진요소를 

개선함으로써 화물과 서비스의 무역과 유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판물은 아프리카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되며 전 세계 지식산업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사태의 발전에 더욱 

민감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증진시켜 이 제도를 더욱 잘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기 애덤스 법률사무소의《아프리카 최신 동태》

를 읽기를 환영하며, 그 안에서 관련되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 주시기 바란다.

ARRIPO 총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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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BROWN

아프리카 전략 위원회 위원장

상표부 연석 의장

우리는 1908년에 설립되었고 남아프리카에 본부를 두고 

있다.여러 해 동안 우리는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연합 사무소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확장해 왔다.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신나는 여정이고, 되돌아볼 만한 많은 포인트와 배울 

가치가 있는 도전들이 있다

Adams 법률사무소에서 우리는 탐색하고, 참여하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지적재산권 연합과 고객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Adams 법률사무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운영되는 지적재산권 

조직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오늘날 기술이 구동되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생존과 삶은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따라서 애덤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들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직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지속적으로 여행할 

것이다.이러한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연맹과의 연계는 Adams 

법률사무소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작년에 파트너는 광범위한 방문을 했으며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왕국,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상투메와 프린시페, 탄자니아와 우간다을 

방문했다.여행 - 지식처럼 -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다.

국가별/지역별 연합 사무소와 등록처를 방문함으로써 Adams

법률사무소는 그의 도전과 그의 도전에 대한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빌레토리아에서 열린 2019년 Adams 

법률사무소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대리점, 종업원과 등록 서비스업자들이 모여 각자 

관할 지역의 지적재산권 제소와 소송에 관한 경험, 도전, 발전을 

공유했다.

Adams 법률사무소는 아프리카 각국의 현지 경찰과 세관 관리들과 

지적재산권 법 집행 학원도 몇 차례 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세관기구가 가나 아크라에서 열리는 

국가지적재산권(IPR) 토론회에 Adams 법률사무소를 

초청했는데, 이 팀은 이 토론회에서 위조방지 교육을 제공했다.

가나 세관 관리들은 이 행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추가 협력과 

훈련을 호소했다.

아프리카는 다원화된 대륙으로, 5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나라는 자신만의 문화, 사회 동태, 기회와 도전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복잡성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소개

OLIVER WENDELL HOLMES가 말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체험이 펼쳐지는 사상은 
옛적의 돌유도로 아가지 않는다.

Adams 법률사무소는 
아프리카에 설립되어 

성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독창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번 
연도의《아프리카 최신 

동태》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아프리카 

대륙의 최신 법률 
업데이트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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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아프리카 
상담 기관

경제성장은 기술과 산업발전과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점진적 지식재산권(IP) 보호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관건인 경제 데이터와 시장정보가 부족한 데다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전략적 의사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쳐 투자자는 뒷걸음질쳤다.

투자자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아담스 아프리카 상담 부문 은 상시 대기 중인 전문가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위험을 줄이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팀은 수십 년의 실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장 전문가, 업계 전문가, 그리고 사상적 리더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최신 상업, 경제, 정치와 법률 업데이트, 사건과 추세를 제공한다.

아프리카는 기회가 가득하다. 하지만 고객들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한 도전도 
생각해야 한다. 이쪽 일이 다방면이고, 또 다른 사법 관할권도 모두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Adams 아프리카 상담부는 그 두 가지 최신 보고서에서 곧 시작될 5개 
업종의 투자 기회를 지적하면서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직면한 7가지 중요한 도전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은 지적재산권의 
진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미래지향적인 (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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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투자 잠재력 균형성
"고위험" 대륙으로 여겨졌던 아프리카는 실행 
가능한 자연자원 투자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관적인 성장률과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몇몇 주요 업종이 외국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지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급속한 소비재 업계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국제 브랜드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프리카는 
다양한 다른 업계의 중요한 수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아프리카의 급속한 소비재 업계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국제 브랜드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프리카는 
다양한 다른 업계의 중요한 수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국적 조직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따라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 관계를 늘려 시장 지식을 
늘리고 이를 활용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자, 특히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여전히 많은 도전을 
구성하고 있다.

"일률적"이라는 패키지는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길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많은 다른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국가는 그 독특한 문화와 지리적 
위치, 그리고 비정규적인 상업 활동을 지도하는데 
사용되는 사회학적인 생각의 발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상업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회 
아프리카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신흥 
산업은 더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Adams 의 최신 연구. 《아프리카 컨설팅》은 고객이 

도전에 대응하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확장이 시급한 업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리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자연자원 덕분에 제1차 
산업은 예로부터 아프리카 경제의 산업기반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성공은 채굴산업 
같은 제 1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건축, 
금융 서비스, 식품, 농업 가공, 의료 보건, 제조업과 
소매업과 같은 다른 업종들은 큰 잠재력을 보이며 
아프리카 국가의 중요한 업종이 되어 아프리카 
대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업종으로는 농업, 에너지, 의료 보건, 전기 
통신과 운송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지역의 규모와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전에 우선성이 있다.아프리카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는 잠재적 투자 원가와 위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국가 간 격차 
파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맞춤형 연구를 
실시하고, 시장 진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도전 

아프리카 상담부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벌이는 
고객이 직면한 도전 중 가장 두드러진 도전은 
사업 전개의 편의성과 부패가 생기기 쉬운 경직된 
감독제도라고 분석했다. 

기타 도전에는 현지 기업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 구축, 유효하지 않은 지적재산권, 제한된 시장 
규모, 인프라 부족 및 자금 획득 채널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Adams  
법률사무소는 Adams 를 통과한다.아프리카 
상담부는 포괄적인 상업, 경제, 정치와 법률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전체 사법 
관할 구역에 대한 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신 소식과 정확한 틀를 제공한다.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advicey@Adams.afrima  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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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경제
2019 개술

2019년 아프리카 10대 성장의 가장 빠른 경제

2019년 아프리카 10대 성장 가장 느리고 성장이 떨어지는 경제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 성장률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실질 GDP 성장률

South Sudan 7,9%

Rwanda 7,8%

Cote d’Ivoire 7,5%

Ghana 7,5%

Ethiopia 7,4%

Djibouti 6,0%

Burkina Faso 6,0%

Senegal 6,0%

Benin 6,6%

Mauritania 6,6%

Libya -19,1%

Zimbabwe -7,1%

Equatorial Guinea -4,6%

Sudan -2,6%

Angola -0,3%

Namibia -0,2%

Liberia 0,4%

Burundi 0,4%

South Africa 0,7%

Eswatin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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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혁신
지적재산권을 통해 아프리카 기업인들의 성공 지원

아프리카 혁신 도전—지적재산권
(IP) 활용 

아프리카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혁신적인 

정신을 가진 젊은 사업가들은 여전히 다중 장애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불가피한 장애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성공할 수 없었다.

이 아프리카 사업가들에는 최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이러한 아이디어는 현재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일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예를 들어 

완벽한 의료보건제도의 부재, 전력자원과 수자원의 

부족 등이 있다.

건강과 사회적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인과 위생시스템 선두주자가 많아지면서 

존슨앤드존슨은 아프리카 의료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을 찾아내기 위해 "아프리카 혁신 챌린지 

레이스"를 시작했다.

2017년 시작된 아프리카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아프리카의 이노베이션, 교육, 위생시스템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벌이는 포괄적인 협력의 

일부로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최근 우간다의 건축가 Grace Nakibaala는 아프리카의 

도전 솔루션에 대한 혁신, 열정, 그리고 봉사 정신으로 

첫 번째 "아프리카 혁신 챌린지"의 세 명의 수상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질병의 전파를 막고 용수를 줄이기 위해 Grace는 

우간다의 수도꼭지에 대해 손 사용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제품은 PedalTap
TM

 휴대용  페달식 

수도꼭지 용수 솔루션이며 가격도 합리적이다.

PedalTap은 기존 수도꼭지 시스템을 바꿔 개도국에 

경제적 고효율 솔루션을 만들어 기존 수도꼭지를 통해 

전파되는 유행성 감기, 콜레라,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성장을 억제하고 출현률을 줄였다.

효과적인 손 위생 방안은 병원 간호 관련 감염을 60% 

줄일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Grace의 발명이 아주 

필요하다.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가로서,Grace는 투자자로 하여금 

그녀의 발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녀의 창의를 

더욱 보호하고 그녀의 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아프리카 이노베이션 챌린지"의 공식 파트너로서 

Adams 법률사무소가 Grace와의 제휴를 주동적으로 

제의했다.

Adams 법률사무소는 Grace가 PedalTap을 위해 

상표와 실용적인 신형 보호 특허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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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프리토리아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회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빌레토리아에서 열린 2019  Adams 법률사무소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네트워크 회의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대리상, 종업원들과 등록 

서비스업자들이 모였다.이번 회의에서 이들은 지적재산권 제소와 소송에 관한 

각자의 관할지역의 경력, 도전, 발전, 경험을 공유했다.

토론 내용은 아프리카 각지의 최신과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다. Adams 법률사무소의 회장 GérardDu Plessis는 

남아프리카의 적외 폭력 사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들은 작년의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Gérarddu Plessis는 이들 사건을 무의미한 행위라고 부르며 회사의 정관 규정을 어겼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관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 Redi Tlhabi는 그의 관점에 응답했다.Redi Tlhabi는 라디오 신문 기자이자 프로듀서이자 작가이며 702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0년 넘게 진행을 맡았다.그녀는 연설에서 그녀 자신이 만난 것, 동시에 오늘날 아프리카인(특히 

아프리카 여성)들이 직면해온 도전을 회고했다.

Fernando dos Santos는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가 선정한 지적 재산권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 한 

명으로 아프리카 지역 공업 생산권 조직 부장과 특별 초청 연사는 아프리카의 이미지 회복과 국제 지적 재산권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중요한 전략을 논의했다.

"지적재산권이 아프리카의 재창조 2 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dos Santos는 세계 지적재산조직의 

사무총장인 Francis Gurry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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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모든 혁신과 창조력의 근원"은 인류이고, 
아프리카는 인류의 요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모든 혁신과 창조력의 본고장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적재산권 제도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지식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소유권 점유율이 낮아 아프리카 국가가 등록한 특허는 전 세계 등록 특허의 0.5%, 등록 상표는 전 

세계 등록 상표의 1.9%에 불과하다.

아프리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대표자들이 지식재산권 교육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익에 관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Dos Santos는 대표들이 현지의 창조자들과 혁신자들에 협력하고 아프리카의 지적재산권 

제도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 그리고 법과 체제의 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할 것이다.

저작권, 비전통적 상표와 디지털화 상표, 도메인 신고, 지역 조직(예: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생산권 조직과 

아프리카의 지적재산권 조직), 및 디자인, 저작권과 비즈니스 외관 간의 상호 영향에 관한 심도있는 회담과 

돌파적인 회의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와 회의 진행자인 사이먼 브라운은 행사의 참석률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그는 매해 대표들이 아프리카 미래의 경제 성장에서 

지적재산권이 맡은 역할에 점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GérardDu Plessis(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 겸 회장)와 Redi TIhab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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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몬로비아 아프리카 산업생산권 조직 행정 이사회 

제403회 아프리카 산업생산권 조직 행정 이사회 회의가 2019년 11월 18

일부터 20일까지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서 개최되었다.이 회의에는 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인 Stephen Hollis 와 아프리카 견습 매니저인 Menzi 

Maboyi 가 유일한 법률사무소 대표로 참석했다.19개 회원국 중 17개국은 

대표가 참석했고 나머지 2개국, 즉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관찰국으로 참여했다.

나미비아 공화국의 산업화, 무역과 중소기업 발전부 차관 Lucia Ipumbu가 

귀빈으로서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제43회 행정이사회의 공식 개최를 선언했다.

Adams 법률사무소는 남아프리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모잠비크 사무소를 통해 아프리카 

산업 생산권 조직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2009년 이래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아프리카의 산업 생산권 조직인 특허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이다.

2009-2019년 특허 출원 총수 2009-2019년 출원 상표 총 수

2016년 이래 특허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2009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특허와 상표 출원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의 산업 재산권 조직 시스템의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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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행정이사회 회의 참석자 단체사진

스티븐 홀리스((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

Fernando dos Santos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 사무총장) 및Konstantinos 
Georgaras (캐나다 지적재산권 국장).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기구 사무총장) 

및Konstantinos Georgaras (캐나다 지적재산권 국장). 

《반주얼 의정서》와 《하라레 의정서》는 
최근 수정되었다.

2019년 11월, 최근 아프리카의 지적재산권기구 (ARIPO) 

행정리사회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였다.회의는《

반주얼 의정서》와《하라레 의정서》의 일련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판은 2020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신청 제출, 특히 신청일과 공식 비용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했다.

《반주얼 의정서》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의절차에 

대한 규정이다.그동안  《반주얼 의정서》는 어떤 신청에 

대해 어떤 사람이든 이의를 제기할 권리만을 보여 

왔다.새로운 개정판은 이해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제출에 대해서는  《의정서》를 더 수정했다.

ARIPO 공보발급 신청이 공시를 통해 접수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표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새로운 개정 《

의정서》 에 따르면 이의 제기자는 ARIPO 사무소에  《

이의 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회원국 국가 법률에 

따름).각 회원국 등록기관에  《이의 고지서》 사본 1부를 

제출한다.이외에 이사회는 지역적 저작권 자진 등록 및 

고지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틀을 제정하는것을 고려해야 

한다.현재 이 틀은 초안으로 재작성될 것이며 다음 

이사회 회의의 통과를 제안할 용의가 있다.

《하라레 특허 및 산업디자인협약》과 시행세칙에는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위한 조항도 개정됐다.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원국 증원, 사전 공개신청, 부대비용 납부시한 

개정, 실용신형의 실질심사 실시 등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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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9년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조직 특허 출원 수

6개월 이내에 승인된 신청
현재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단체의 특허 출원은 본 검사만 통과하면 승인이 가능하다.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특허 출원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다.단,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신청이나 별안 제출신청의 기회가 제한된다.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체 방법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조직의 특허 사무실에 제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떠한 수정 요청이나 

분안 신청의 제출에 대한 힌트를 자세히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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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의 발전 지원
2019년 10월, Adams 법률사무소의 동업자인 Nicky Garnett, Stephen 
Hollis와 Elio Teixeira는 로안다와 앤골라 산업생산권국(IAPI) 사무총장을 
만났다.Paula Bolivar 그리고 다른 고급 등록 관료들이 만났다.이번 
만남의 목적은 앙골라산업산권국과 앙골라 특허 출원 처리 지연 문제를 
논의하고 앙골라산업산권국의 입법 개정안과 능력건설 계획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안골라 

OAPI UPDATES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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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의 역할은 막대했고 유익한 역할은 이미 많은 

특허를 통해 이 성과를 속속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이것은 안골라 산업 산권국이 2010-2018

년 동안 어떠한 특허 허가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그리고 우리의 

방문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특허 출원의 발표 빈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특허 출원들이 

이제 발표되어 가까운 장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Bolivar 여사는 2014년 이래로 앙골라 산업산권국장을 

맡아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사무 및 적체 신청에 

대한 사무실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등록처의 Stephen Hollis와 Nicky 
Garnett(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를 
등록한다.

등록인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이러한 밀린 신청은 모두 그녀가 전임 국장에게서 받은 

것이다.상표 증서의 발급과 공표와 상표 이의 처리는 

현저한 개선을 가져왔다. 그러나 앙골라 상표비행사 

처리에 여전히 지연이 있고 특허 검색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세계은행이 앙골라 산업산권국의 기록 디지털화에 

협조하고 있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Bolivar 여사와 그의 앙골라 산업산권국 팀이 

이익관련자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우리는 앙골라가 우리의 신청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Jacinto Ucuahamba, Adams  법률사무소 
앙골라, Nicky Garnett, Ana Paula Boliva 여사(등록주임)와 

Stephen Hollis(오른쪽에서 첫 번째) ,고급 등록관료

중요한 기회와 우려

+      앙골라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   정부는 에너지업의 단일 발전 양상을 바꾸는 데 주력하여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투자 기회를 개방·창조하고 있다.

+    앙골라의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여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2050년에는 아프리카가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에서 포르투갈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   대통령 JoãoLourenço는 두스산투스의 부패 단체를 처치하고 있었지만, 이 나라의 부패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보이콧을 당했다.

–   도시는 사회 서비스가 취약하고 농촌 지역은 보편적으로 빈곤하다.

–   80%의 근로자들이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활동 전개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식품업계는 부가가치가 낮아    
 농업이 GDP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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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방문 
2019년 7월 Adams 법률사무소의 동업자인 Eugene 
Honey 와 상표관리자 Shakes Mashaba 는 하보로네로 
가서 우리의 연합 사무실과 새로운 중앙 비즈니스 
지역에 있는 회사와 지적재산권국(CIPA)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등록주임인 Tim Moalusi씨를 만나 등록등기 
곳곳의 운영과 미결 사항을 논의했다. Moalusi는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설명하고 
이 프로세스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더 
자세하게 그들이 입법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법정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보츠와나

위조 방지:세관 교육 
우리의 위조방지팀은 2019년 2월 하보로네로 가서 
보츠와나사와 지적재산권국(CIPA) 관리들과 전략적 
토론과 회담을 가졌다. 토론내용은 보츠와나의 
위조방지법률집행권한을 변경하고 아울러 보츠와나의 
위조상품단속을 위한 법규와 절차를 총괄편집하고 
제정하는것을 협조하는것이였다. 회사와 지적재산권국 
구성원들의 지지는 매우 고무적이며 미래의 일에 
희망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회사와 지적재산권국은 청산 등록 대리인과 
회의를 열어 위조 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피해에 대해 그들에게 알리는 목적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을 보여주고 답했다.

중요한 기회와 우려
+    커버리지가 광범위한 운송 인프라로 인해 경제 부문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  정부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높고 부패는 지방 추문과 행실이 부적절한 개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뿌리 깊은 문화 속에 부패라는 특성은 없다.

+  공단과 농업계획은 정부가 채광업에서 다원화로 경제를 장려하기 위한 동기부여 조치이다.

–   에너지와 용수안전은 사막국가에서 항상 존재해 온 문제이다.

–     비즈니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2018년 평점이 2016년 46점에서 58점(평점은 2년마다 실시)     
 으로 높아졌지만 2019년 경제 수치가 기준에 미달해 2008년 82점부터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던   
 평점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 진보적인 야생 동식물 보호 정책이 2019년 5월에 취소된 코끼리 수렵 금지령에 저촉된다고    
 여겨져 환경주의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관계자들은 보츠와나의 연간 20억 달러의 관광업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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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속전의 새로운 방식
H과거에는 브론디에 제출된 상표는 무한정 유효했으며, 따라서 
이 관할 구역에서 추가 전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2009년 
상표속전법을 개정했다.본 업데이트 버전의 이전 버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표 소유자는 이 관할 구역의 상표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산업 생산권에 관한 브룬디 제1/13호의 법률이 2009년 7월 28일 
발효되었다(이하 "새로운 법규"라 한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법규가 공포될 때까지 등록 상표는 무기한 유효한다.새로운 
법규가 2009년 7월 28일 현재 또는 이후에 등록된 상표의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바꾸었다.이후 상표 소유자는 상표가 영구적으로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10년마다 계속 전시해야 한다.

부룬디

2009년 7월 28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는 새 법규가 발효된 후 10년

(즉, 2019년 7월 28일)이 만료될 

때 속전되어야 하며, 그 후 10

년마다 속전되어야 한다.

중요한 기회와 우려

+    커피와 차가 수출상품으로 확정되었다.

+    은쿠룬지자(Nkurunziza)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긴장된 정치 상황을 
완화시키고 인종차별을 줄여 국제사회에서 상업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서비스, 특히 교육과 의료보건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이 나라는 내륙국가에 속하며, 그 지리적 위치는 그 수출업계의 발전을 제한한다.

–    유엔의 존재는 종의 멸종을 목도할 수 없는 독재정부가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하고 있다

–   정부가 대규모 난민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는 동요할 것이다.

중요한 기회와 문제
+  비록 많은 섬들이 현재 유럽 관광객들에게 널리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광 산업은 아직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해도는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연안 수역의 바닷가재와 참치가 
원산지이다.

+  새로운 식량 재배 기술을 도입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식량 수입을 
줄일 수 있다.

–  수자원 부족은 해도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이민으로 인한 기술 노동자 부족 문제는 현지 기업의 설립에 
어려움을 더하는 한편, 현지 기업을 구축하면 이민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의 설립 난이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기후변화가 토종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관광업을 더욱 저해하는 
반면, 해수면 상승은 인구가 밀집한 연해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다

케이프 베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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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조약

2019년 4월 4일, 카보베르데는 기념비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보베르데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세 가지 주요 판권 조약에 가입했다.

• The WIPO Copyright Treaty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  The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연 및 녹음 제품 

조약》)

•  시각장애인, 시력장애자 또는 기타 인쇄물 

독서장애자의 출판작품 읽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마라케시 조약》)

카보베르데의 가입문서는 2019년 2월 22일 

세계지적 재산권기구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2019

년 5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연녹음 

제품조약》 (통칭인터넷조약)마라케시조약은 현재의 

국제저작권제도의 기초를 이루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인터넷 조약》의 100번째 

체결국으로서 국제 창의 디지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카보베르데의 발전은 카보베르데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이 조약들은 기존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저작권 조약에 대한 보충이다.이 조약들은 

카보베르데의 온라인 아이디어 산업과 저자를 보호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카보베르데는 디지털 분야의 발전에 

경쟁력 있는 응답을 하도록 촉진하고, 소외 저자는 물론 

소외 저자를 지원하는 조직에 혜택을 줄 것이다.

우리는《인터넷 조약》과《마라케시 조약》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저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국제 디지털 경제에 끌어들여 그들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판권법을 개정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한다.

등록처 요직 안정의 긍정적 조짐 

통상장관의 직책은 콩고민주공화국 등록처의 기능을 

감독하는 것이며, 임명변동은 통상 자국 등록처의 

제출신청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등록증서 

요청은 반드시 부장이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 이 부문의 요직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신청 처리 및 

증명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사용자의 자신감도 강화됐다. 고객에게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사법관할지역 중 하나로 복잡한 처리절차가 

없는데도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입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요한 기회와 문제

+        반대파 후보인 Felix Tshisekedi의 당선이 카빌라 정권을 
종식시킴으로써, 사람들은 국가의 통일과 발전에 힘쓰는 
깨끗한 정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청렴한 정부의 관리 하에, 이 나라의 풍부한 광산 자원은 곧 더욱    
합리적인 채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나라의 인구수는 방대해서 소비 인구를 끊임없이 증가시킨다.
이외에 이동전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25년에 이동전화를 통한 
소매거래 총액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나라의 상당수 지역이 수십 년 간의 전쟁과 정치적 충돌로  
    파괴되었거나 개발되지 않았다

–   무장조직은 이 나라에서 할거한 지 오래되었고 이 나라의 자원을  
    계속 약탈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    이 나라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통치하와   
 무장전쟁의 오랜 박해 하에서 생활이 빈곤하여, 사회의 대대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콩고민주공화국 



 AFRICA UPDATE 2020  |  17

이집트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집트는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하며, 그 안의 수에즈 운하가 동서양을 
소통하는 문호이다.

+   관광업은 여전히 이집트의 경제적 지주로서, 대부분의 아프리카를 찾는 국제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이집트를 
여행지로 선택한다.

+   통신과 전자 기술이 이집트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   세시 정부의 전제 행위가 이집트의 민주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다

–   시나이 반도에서 이슬람 무장괴한들의 전쟁 지속

–   테러리스트들은 이 나라의 군대와 기독교당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이집트 상표국 관비 인상 잠정 중단

2019년 9월 4일 발표한 제179호 내각결의에서 인상 

추진된 관비 인상은 2019년 9월 5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인상은 아직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관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제상표협회 위조품 토론회

국제상표협회 이집트 사무소에서 
국제상표협회의 위조품 토론회가 
주최되었다.

2019년 6월,국제상표협회 이집트 사무소가 주관한 

국제상표협회가 위조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상표협회가 개최하며, 토론회 

주제는위조품이다.통상의 실시와 동시에 아프리카 

각국의 주요리익 관련 당사국들은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대화와 회의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각 정부 관리, 사기업 대표들과 현지 

변호사들이 모였다. 회의 참석자는 이집트 세관 대표, 

일본 JETRO (JETRO) 대표, 미국 특허상표국 (USPTO) 

대표를 포함한다.회의에서는 이집트 내 위조품과 

불법 무역을 저지하는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8  |  AFRICA UPDATE 2020

스와질란드 왕국 
(스위즐랜드)

위조품 교육 

2019년 3월, 스와질란드 왕립 경찰의 요청에 따라, 우리의 위조품 

팀은 경찰 고위 구성원들을 만나 2019년 4월 스와질란드 전역에서 

위조품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획을 세우는 데 협조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4월 첫째 주 경찰과 공동으로 브랜드 로고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웃 남아프리카와의 긴밀한 연계는 이 나라 경제에 동력을 제공했다

+   비록 국내에서 토지개혁을 할 확률이 낮지만, 많은 토지가 농업생산용지로 식량수출에 사용될 수 있다.

+   스와질란드 문화에 기초한  +  관광업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발전할 여지가 있다.

–  이 나라 정부는 부패하고 독재적이며 완벽한 인권 기록이 부족하다.

–   이 나라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경제체로,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   정부는 치마끈과 후원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공직자는 언제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2019년 4월 마지막 주에 스와질란드 

전역에서 행해진 행동은 주로 식품과 관련된 제품에 초점을 맞춰 

이번 행동에서 10,000건이 넘는 위조품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지방 법집행당국과 국제형사경찰조직의 큰 지지를 받았다.

브랜드 로고 토론회

에티오피아 상표국(EIPO)은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

와 협력해 온라인 상표 출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에티오피아 상표국과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사이의 합의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협약은 에티오피아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에티오피아의 상업 경영과 상표등록 관행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하드카피 기록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며, 따라서 에티오피아 상표국의 일 처리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시스템은 상표등록 신청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심사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에도 

대리인이 등록처에 소정의 비용과 법정수권서 등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온라인 상표 신청 시스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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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회와 문제
+   현명한 투자정책은 에티오피아를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체로 만들었다.

+    활기찬 외교 정책으로 에티오피아는 2019년에 에리트레아와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었다.또한 
아흐마디네자드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투자 진행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에티오피아가 동아프리카의 항공 운송 허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 

도시 경전철을 아프리카로 도입하고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였다.

–  자국의 농업 용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필요로 한다.

–  에티오피아는 내륙에 위치하여, 이 지리적 위치가 운송 비용을 높였다.

–  본국의 교육 수준이 낮아 노동자들은 기능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상표등록증의 발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dams 법률사무소는 2019년 4월 8일 국제상표협회 
에티오피아 사무소를 통해 첫 온라인 상표 신청을 했다. 

에티오피아 지적재산권국(EIPO)은 유럽특허국(EPO)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유럽 특허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각 지적재산권국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최근 유럽특허국은 에티오피아의 
국가특허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효율과 질 높은 특허심사를 확보하기 
위한 2년차 사업계획을 에티오피아 지적재산권국과 
체결했다.실제로 에티오피아 지식산권국의 처리와  신청 
심사 방식을 보면 이 계획이 미칠 파장을 알 수 있다.

유럽 특허국과 에티오피아 상표국도 유럽 특허국이 
수여하는 특허가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똑같이 유효할 
수 있도록 인증 협약을 맺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유럽 특허국은 이에 앞서 아프리카 등록 
사무소와 이런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 모로코와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유럽 특허국들과 인증 
협정을 체결했다.

에티오피아의 큰비노리에 대한 논란——전통 지식

최근 에티오피아의 주미합중국 대사 Fitsum Arega
씨는 트위터에서 헤이그 법원이 얼마 전 에티오피아의 
큰비노리와 관련된 네덜란드 특허 2건이 독창성 
부족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다."우리 나라의 자산은 에티오피아 
국민과 에티오피아의 우방들이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란다"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브로콜리는 영양이 풍부한 밀기울 

없는 곡물로 오랫동안 에티오피아 유산의 불가분의 

일부였다.그것은 잉겔라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잉겔라는 부침개 모양의 납작한 빵으로 에티오피아 

음식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네덜란드 특허 2건은 네덜란드 상인 소유의 회사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에티오피아로에서 

큰비노리에 관한 전통 지식(TK)을 얻었다.여러 언론에 

따르면 양측은 이전에 협의를 체결했는데, 협의는 

양측이 큰비노리 전통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상호 

이익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을 표명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상인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나중에 

파산한 회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한 결과, 

에티오피아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계약 

의무가 중지되었다. 그러자 네덜란드 상인들은 특허를 

또 다른 실체로 넘겨 에티오피아에 아무런 계약 의무도 

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남아프리카 국민의회는 현재  《본토 지식 보호, 보급, 

발전 및 관리 법안》 를 심의하고 있다.최종 심사가 

통과되면 이 법안은 이 나라의 법률 체계에 포함될 

것이다. 이 법안은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통적인 지식이 제3자에 의해 이용되고, 

남아프리카측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며, 추심권이 

없다는 남아프리카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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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등록처 참관
2019년 11월 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인 Stephen Hollis와 아프리카 견습 매니저인 Menzi Maboyi는 아크라로 

가서 국제상표협회의 가나 사무소와 가나등록소를 방문했다.그들은 보좌관 등록관 Kow Sessa Acquaye씨를 만나 

등록처의 업무와 미결에 대해 논의했다.Acquye는 등록처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과 그들이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솔루션을 소개했다.예를 들어, 더 많은 율정 요원들을 초빙하여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도록 한다.

중요한 기회와 문제

+   가나의 석유 생산 분야 진출은 경제 다변화에 도움이 된다.

+   국민들은 건강과 교육과 같은 좋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    농업은 이 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그 농산물은 좋은 국제 무역 관계로 일부 시장을 
차지했다.

–  가나 정부는 가봉과의 근해 영토 분쟁에 휘말렸다.분쟁의 초점은 귀중한 석유 비축이다.

–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도시문제의 근원이 되었고 일부 도시의 빈민가는 거의 거주할 수 

없었다.

–   보편적인 빈곤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실업은 범죄와 같은 일련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Kofi Nyarko(최고 경영자), Samuel Ohene Kankam(프로그래머),Godsentina 
Gogo Tawiah(국가 조검사),AnnMarie Ayanru(국가 조검사),Olusola Ogundimu(가나 Adams 법률사무소), 

Kow Sessa Acquaye(국가 검사),Stephen Hollis(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 Mark Adjabeng(
고급공사독사),와 Menzi Maboyi(Adams 법률사무소 아프리카 견습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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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아크라 위조품 교육

위조품 교육

Adams 법률사무소는 2019년 1월 세계 세관조직이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한 국가지적재산권 토론회에 초청받아 

위조품 교육을 했다.

이번 국가지적재산권 토론회에는 여러 명의 가나 세관 관리들이 참석했는데, 이 관리들은 브랜드 소유자들과의 

심층적인 교육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케냐 산업산권국은 새 상무국장을 임명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케냐 산업산권국 상무국장 Slyvance Sange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Sange는 2014년 5월 31일에 

대리국장을 거쳐 상무국장으로 승진했다.Adams 법률사무소는 Sange가 2013년 Adams 법률사무소 아프리카 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2016년 케냐 산업산권국을 참관하는 동안 제공한 지원에 대해 Sange에게 감사를  표했다.

케냐 산업 산권국 상무 부국장인 John Onyango씨는 무역과 산업화 내각의 부장에 의해 대리 등록주임으로 임명되었다.

정식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태가 발전할 때 통보될 것이다.

케냐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 나라는 방대한 정보통신기술 선진시장으로 21세기 성장을 향한 다원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    케냐는 거의 2000만 명에 달하는 기술이 숙련된 재무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인의 82%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 케냐의 금융업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   에너지 산업은 대체 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부패와 인척관계는 이미 정부 관리를 위태롭게 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케냐의 국내총생산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   2020년의 메뚜기 재해는 케냐가 최근 50년 동안 입은 가장 심각한 재해로,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불안과 가뭄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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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발이 발에 맞는다면 신을 것이다

바타브랜드주식회사와 바타신발제조업
(케냐)유한회사가 고소사건 에서 
원고바타브랜드주식회사와 바타신발제조업(케냐)
은 15년 동안 케냐 내에서 'TOUGHEE'라는 상표의 
디자인 신발을 판매해 왔다고 주장했다.원고는 
특히 피고의  Umoja 제품 유한회사  에 대해 
피고가 학교 신발과 디자인이 같거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신발은 혼동을 
초래하여 소비자가 속임을 이유로 들었다.

원고는 어떤 외관 디자인권도《산업생산권법》 에 
의해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 법은 케냐 내에서 
공산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이라고 
피고는 항변했다.따라서 관습법에 따라  신발류의 
외관 설계는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는다.

피고는 신발류의 외관 디자인이 산업생산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도 본안에서는 
무효라고 항변했는데, 이 디자인을 구현한 신발은 
시중에 판매된 지 15년이 지나 최장 보호기간이 
됐기 때문이다.이 공산품의 외관 설계는 이미 공유 
영역에 속한다.

이외에 피고는 모조품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한하며 외관 디자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피고는 또한 상표 "SHUPAVU"에 기초하여 판매되는 
신발은 어떠한 혼동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 부인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외관 디자인은 위조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그 상품에 대해 원고와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외관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피고의 상품 즉 원고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혼동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법원은 또한 피고가 그 상품에 
대해 원고와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외관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피고의 상품 즉 
원고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혼동을 일으키다.법원은 피고가 그 
제품의 외관 디자인이 원고 제품의 외관 디자인과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원고만의 
외관 디자인을 베꼈다.법원은 이는 허위진술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돌이킬 수 없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원고의 금지령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가 2014년부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기간까지 
원고와 같은 제품의 디자인을 사용해왔으며 
이 기간에 원고의 신발판매량이 증가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케냐는 소송에서 검문을 취하했다
Biostadt India Limited 대 Osho Chemical 
Industries Limited 소송에서 Biostadt는 Osho 
명의로 등록된 유기농 엽면비 상표인 WOKOZIM
의 철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소송절차 철회 자체가 
케냐의 과거 상황을 깬 것은 아니다. 이미 법정 
성명을 발표한 한 증인을 심문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이다.

사실에 대한 논란 때문에 Osho는 Biostadt
의 많은 성명을 위해 증언한 선서 증인에 대해 
교차 검문을 신청했다.이 선서 증인은 Biostadt
의 인도 주재 총법률고문이다.그러나 이 신청은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닥쳤고, Biostadt가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심문하는 것과 같다.그러나 
상표등록주임은 케냐 상표법 54(1)조에 따라 구두 
증언이 법정성명을 대체하거나 법정성명으로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등록주임은 
소송에서 정상을 행사하여 Osho를 지지하였으며 
사건판정에 관계되는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문제의 존재가 충분히 확정되였기에 당해 
심문은 재판전 심문에 속하지 않는다.등록주임은 
또 Biostadt가 관련 비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검문을 
계속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기 때문에 검문을 
계속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므로  
법정은 Biostadt에게 총법률고문을 명령했다.
소송을 취하하는 청문회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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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는 비록 불심검문이나 구두증언이 등록주임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의 상시적 
형태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등록주임이 선서 증인을 케냐에 보내 구두증거를 
제공하도록 한 결정이 비난의 여지가 없이 그 재량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철회 신청 - CAT 및 AOT
2016년 1월, Caterpillar Inc.는 Al Imran 
Investments Limited 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한 개 상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철회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 상표는 25번째 상표이고 
케냐 상표이다.케냐 상표등록 번호는 82764 
AOT(단어와 패턴)이다. 취소신청의 근거는 
AOT&Device 상표가 Caterpillar Inc.에 앞서 
등록된 유명 상표인 CAT&Design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성이 있다는 점과 해당 상표가 CAT 
산하 외관상 비슷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양쪽 각자의 상표:

양쪽 각자의 신발 대금:

Al Imran Investments Limited는 변호인을 
받지 못했지만 애벌겋게 상표등록주임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논술해야 한다. 
2019년 9월  17 일에 등록 기관은 Caterpillar 
Inc.에 유리한 평결을 내리고 Al Imran Investments 
Limited에게 AOT & Device에 대한 상표 등록을 
철회하도록 명령하였다.등록주임은 판결에서 각 
상표 형태를 분석하면서 상표에 자모 "A"와"T" 및 
한  개 3 각형 문양이 들어있고 이 3 각형 문양은 
표지의 주요 구성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외관과 디자인 개념이 들어있다고 인정했다.
상표간의 유사성과 이미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의 
유사성에 따라, 등록주임은 Al Imran Investments 
Limited 가 AOT&Device 상표의 소유권에 대해 
유효한 법적 성명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의 결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주임은 CAT&Design 상표가 케냐에서 잘 
알려져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상표는 
《케냐 상표법》 제15A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이 평결에서 등록주임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유명상표 보호 조항에 관한 
합동 권고》와《케냐상표법》 관련 규정을 고려해 
CAT&Design이 유명상표임을 입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등록주임이 
AOT&Device 상표가 등록기관으로부터 
제명되어야 한다는 결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등록주임은 또한 제출된 또는 명시적 진술의 증거에 
대한 검증 요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여, 법적 
성명의 각각의 부속문서가 "법적 요구에 따라 중요한 
관리의 도장을 정확히 찍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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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교육

케냐로 가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 외에도, 우리는 2019년 8월에 나이로비와 몽바사로 가서 그곳의 

위조품 협회 회원들과 브랜드 로고 교육을 했다.

다른 도시에서 온 많은 위조품 협회 회원들은 나이로비와 몽바사로 회의에 참가하러 갔다.두 차례의 회의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자 멤버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브랜드 로고 교육이 마음에 들었고, 위조품 반대 협회는 이런 성격의 교육을 더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레소토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 나라의 하천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남아프리카를 향한 물 수출은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   이 나라의 강도 수력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   감탄할 만한 산악 지대의 지형은 관광업의 발전에 잠재력을 제공했다 

–  사람들은 생활이 빈곤하여, 한 가지 기술도 몸에 닿지 않고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국내 시장은 협소하고, 자연 자원이 부족하여, 그 경제의 활발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다.

–   이 나라의 정부의 관리는 오랜 스캔들, 쿠데타와 선거 관여 그리고 정치적 폭력의 영향을 받았다.

나이로비와 몬바사의 브랜드 보호 교육

토론회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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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반대 수색과 압수 행동

2019년 2월 우리는 영국 형사조사국을 찾아가 부국장과 부하직원을 만났다. 우리를 

대표하는 고객들은 레소토 왕국에서 이뤄지는 각종 압수수색과 압수 활동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했다.

이번 면회 결과 3월과 9월, 10월에는 레소토 왕국에서 3(3)차례에 걸쳐 표적수사와 

압수작전을 벌여 각종 위조품 1만8000여 개를 압수했다.

수색과 압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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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법률사무소 아프리카 담당 매니저인 Menzi Maboyi씨(왼쪽에서 두 번째), Adams 
법률사무소의 라이베리아 주재원 Ajie Amie Ceesay(가운데)와 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 
Stephen Hollis(오른쪽에서 첫 번째) 동리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 대표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 사무소

등록 기관 참관
2019년 11월, Stephen Hollis(Adams 법률사무소 동업자)와 Menzi Maboyi(아프리카 업무 매니저)는 몬로비아로 아프리카 지역의 

지적재산권 조직 행정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연합 사무소와 라이베리아의 지적재산권 조직의 사무소를 참관했다.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가 몬로비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마지비 카운티에서 제  43 회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 조직 행정 

이사회를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 사무소의 사무총장 Atty. Adelyn Cooper 가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 

사무소에서 우리를 만나지 못했지만 행정 이사회에 대한 그녀의 행정 이사회에 대한 개회사에서는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의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라이베리아 당국이 아프리카 지역의 지적재산권기구인 행정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이다. 아델리엔 쿠퍼는 리포 사무소에서 우리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는 리포의 계획을 행정 이사회의 개회사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라이베리아에서 아리포 행정 이사회 의장을 2년 동안 맡았기 때문이다.우리는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 

사무소에서 만난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 대표들은 등록 기관 운영의 여러 측면을 논의하고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가 직면하고 

있는 운영과 행정의 문제를 강조했다.우리는 또한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기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적 재산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라이베리아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 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안전을 되찾았고, 비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다.

+   이 나라는 비옥한 농지와 용재림을 갖추고 있어 농업 수출에 활용할 수 있다.

+  라이베리아 정부가 자국 회사의 발전에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  교육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아 노동자의 생산율에 영향을 주었다.

–  라이베리아는 2019년 인간발전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189개국 중  

    최하위인 176명을 기록해 내전과 에볼라의 파괴를 반영했다.

–   자금 부족으로 수십 년 동안 무시되어 온  인프라가 지금 시급히 복구되어야 한다.



 AFRICA UPDATE 2020  |  27

말라위

국가지적재산권 정책의 출시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 나라에는 광대한 농업 생산 용지가 있어, 식량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    이 나라는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안전 위협 없이, 이미 안정된 정부를 수립했다.

+    관광산업은 이미 이 나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말라위 호수를 비롯한 다른 
주요 관광지들도 확대될 것이다.

– 국가는 내륙에 위치하여, 개발 가능한 자연 자원이 거의 없다.

–  2019년의 선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 나라 법원의 의문을 불러일으켜 정치 

상황이 계속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통일 자치 기구를 설립하여 그 역내의 지적재산권 

행정과 관리를 담당하도록 고안되었다.

2.  지적재산 자산의 형성과 보호 이 정책은, 로컬 

지적재산권의 산출량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와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로컬 

지적재산권의 형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3.  지적재산 자산의 효과적인 개발과 상업화. 이 정책은 

또한 마이크로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센터(부문)와 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4.  효율과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에 법률 제도.이 정책은 

특허 · 저작권 · 이 정책은 특허 · 저작권 · 디자인 입법에 

심사하고, 전통 지식과 유전 자원 및 말라위에서 

발원한 민간 문학 · 예술 표현 형식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입법과 전략 구축, 관련 국제 협정 시행과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예《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등).

5.  지적재산권 의식의 형성과 능력의 건설.이 정책은 

중소학교와 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 수업을 진행하고 

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를 건립하며 지적재산권의 

법률집행과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의 

법률집행활동을 조률하는 등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발전 분야의 정착을 위해 각 분야의 이익 관계자를 

확정하고 시간표와 모니터링, 평가계획을 제정하였다.

말라위는 2019년 5월 국가지적재산권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정부의 "성장과 발전 전략의 세 가지"의 

일부이며, 이 전략은 산업화와 경제 구조가 중요한 우선 

발전 분야로 전환되는 것을 확정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정책은 또한 말라위 독립 이후 지적재산권이 사실상 

국가발전 어젠다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지적재산이 

기술진보, 경제성장, 국가발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형성, 보호, 활용을 

촉진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적재산권법과 

지적재산관리기구에 의한 결함을 보완하고 조화시키는 

정책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이다.지적재산 

제도를 활용해 지적재산의 형성, 보호, 상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혁신과 

창의력을 장려하는 동시에 창업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우선 발전 분야를 

확정했다:

1.  지적재산권을 현대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 틀를 구축한다.이 정책은 말라위에 현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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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가 점차 중고소득 경제체로 발전하면서 모리셔스의 

지적재산권제도도 끊임없이 혁신되고있다.

준비 끝에 새로운 《산업산권법》이 2019년 7월 30일 의회를 

통과하여 2019년 8월 10일 정부 공보에 발표되었다.≪ 공업산업권법 

≫은 효력발생일이 공포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며 앞으로 

수개월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비록이 새로운 법이 모리셔스의 전통적인 상표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명확성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업데이트된 법안은 상표, 상표 이름과 지리적 표시(GI's) 측면에서 

이루어진 개정을 언급했다.

• 일부 주의가 필요한 수정과 설명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지리적 표시는 하나의 별도 지적재산권 형태로 간주된다신청, 심사와 이의 절차가 규정되었고 동시에 무효 상황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지리적 표시가 보호받는 기간은 10년이다.

• 국제등록(IR's)과 등록절차의 관리에 관한 특정 규정.

•  "서비스 상표"와 "상품 상표" 사이의 구별은 없어질 것이며 둘 다 상표로만 인식될 것이다.

•  산업산권국의 리더는 더 이상 총감이 아닌 국장으로 불리게 된다.

•  또한 산업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적재산권사무와 관련하여 부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산업지적재산권의 

정책제정과 협력하게 된다.

•  취소신청은 총감독에게 보고하지 않고 산업생산권 재판소에 회부된다.

• 기각 자체에 비교적 현저성이 없는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다음과 같은 상표의 등록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a)  종류, 품질, 수량, 예상 용도, 가치, 산지,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른 특징을 명시하는 

모리셔스-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환경 조성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 나라의 경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의 첫      
번째 고소득 국가가 될 지도 모르고 재생 가능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과  깊은 물 탐사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  열대 섬 환경에서 고급 관광 산업이 형성되어 흥미를 끄는 골프장이 
이제 국제 경기의 제1순위가 되었다.

+  경제 다각화의 일부로 이 나라의 방직업은 미국 시장의 무역접근에 
따라 확장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금융업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이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과 상로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 수송은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여 사람들을 장기간 위험에 

처하게 한다.

–   모든 전력은 현지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그 중 79%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석 연료에서 유래한다.

모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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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권법정은 최근   샹그릴라 관광유한회사 의 취소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적재산권을 투자자에게 

석방하는 신호로 모리셔스가 투자를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지적재산권을 중시한다는 신호를 투자자에게 보낸 

것이다.모리셔스 법원과 법정에 대한 판결보다 유럽연합과 영국 법원의 판결을 더 많이 참고했다.법정은 이러한 

국제 판결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다.

상표만을 가리킨다.

 b)  도형상표, 상품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도형 또는 상표는 기술적 성과를 나타낸다.

 c) 관련 업계의 관용 용어;및

 d) 사용은 법의 상표에 반할 것이다.

• 어떤 상표의 이전에 대한 사용(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이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 신용과 함께 사용하자는 신청이 도입했다.

• 하나의 신청을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단독적인 신청으로 나누며, 각 신청자는 초기 신청 혹은 우선된 신청    날짜를    보류한다.

•  미결 상표 신청에 대한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정 및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표의 수정을 명시한다.

• 5년의 침해 소송 기간을 규정했다.

•  신청 수속 결함의  시정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였다.신청일을 시말기일로 정정하고 초기 제출일을 정하지 않는다.

• 사무소가 제기한 소송과 기각에 응하는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되었다.

•   연장전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등록만료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실효등록에 대한 재등록)을 하도록 했다.

• 부분 철회가 도입되었다.

상표명칭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무런 의견변경이 없다.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 후 모리셔스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국제적인 

등록을 다룰 때 모리셔스에 대한 상표 전략을 조정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샹그릴라 관광유한회사 소향그릴라국제호텔관리유한회사의 산업생산권 
법정 취소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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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항 브랜드 상표 교육

일부 제기될 만한 법정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모리셔스는 PIDTA [2002년 특허, 공산품 외관 디자인과 상표법]을 도입하여 정부 가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그 나라에서 투자 우호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각종 가능성을 종합하고 관련 표시의 등록에 대해 하나 또는 몇몇 규정을 위반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상표취소 신청자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직설적인 혐의에 대한 거증 책임은 신청자로부터 등록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또한 등록 취소 신청일에 이를 평가해야 한다.

• 재판부는 또 상표등록자가 다른 나라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상표가 비규제적이거나 비교적  

    현저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회사 이름 등록은 상표등록 절차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회사가 그 회사의 이름을 등록한 후, 회사가 그 이름에 대한 

고유한 사용권을 갖게 되거나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우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회사 이름이 상표등록에 

있어 비교적 현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이 성명은 기존 기업에 대한 하나의 경종으로 간주하여 모리셔스에도 

그 회사명을 등록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만약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가상 지명은 지리적 묘사성이 없으며 

상표등록에 사용할 수 없는다.

• 모리셔스내의 도덕성 또는 공공질서를 위반한 상표가 유럽법원의 재결의 제한을 벗어나면 반드시 사회 및 재무 요소 ( 

    명확한 상업관례 등)와 전통적인 범죄 및 종교 요소를 도덕성을 고려한 범주에 넣어야 한다.

어쨌든 재판부는 국제 선례를 참고하겠다며 이를 근거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 결국 토종이 아닌 외국 브랜드 

소유주의 이익을 지켜냈다.이에 대해 국제산업생산권 소유자

(특히 상표권 소유자)들은 안심해야 한다. 다른 법조인과 법 

집행자들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지향하는 사상을 갖도록 부추기거나 지도해 주기 

바란다.

위조품 교육  
2019년 11월 모리셔스 루이즈에와 ''브랜드 상표 훈련''을 위해 

모리셔스 세무국 (MRU)과 함께 갔다.이것은 또한 REACT 연례 

워크숍의 일환이다.

모리셔스 세무서의 여러 관리들이 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교육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요청에 따라 우리는 

모리셔스 세무서와 2020년에 토론회를 몇 개 더 개최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AFRICA UPDATE 2020  |  31

모로코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장기간의 국제 무역 관계는 수출에 여러 시장을 제공했다

+   안정적이고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안전한 경제 환경은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

+   값싼 노동력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동차 생산을 자극했다.

–  모하메드 왕은 진실로 민주 기구에 권력을 이양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혁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라바트측의 서사하라에 관한 주장은 유엔과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   모로코의 교육수준은 북아프리카의 교육수준에 비해 낮고 읽기와 쓰기 능력은 3분의 2 

미만인 여성들만 갖고 있다.

모로코,세계지적 재산권기구와 양해각서 체결

2019년 10월 4 일, 모로코 상산권국(OMPIC)은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와 산업생산권 분야의 소송외 분쟁해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모로코 상공회의소와세계지적 재산권기구의 자원 집중을 

촉진하고 소송외 분쟁해결을 위한 산업산권 분쟁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소송외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강점은 그 해결 

속도가 더 빠르고 비용효과가 높다는 것이다.이러한 메커니즘은 중소 기업들이 산업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크게 도울 것이다. 

모로코 상공회의소의 전략목표는 2025년까지 이 같은 소송외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전면 사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모로코에서 상표 사재기 지속 발생 

최근 몇 년 동안 모로코 내에서는 국제 유명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표 사재기가 크게 늘었다.특히 Harchi Khalid라는 사람은 개인 

명의 또는 Plakton이라는 실체 회사 명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종 표지가 여러 건의 상표 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중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포함된다. I이러한 상표들을 허가받지 않고 신청하는 것 

외에도, Harchi Khalid (Plakton)는 대담하게도 모로코의 유명 

상표 소유자들의 합법적인 출원에 이의를 제기한다. 비록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상표긴급수입자의 허가없는 신청을 성공적으로 

반대하였지만 여전히 상표소유자가 상표의 긴급수입증가추세를 

예견하고 될수록 빨리 상표신청을 제출하는것을 권장한다.

귀여운 캐릭터 "미니언즈"를 차지하려고 
시도한다.
모로코 상표국(TMO)은 최근 한 평결에서 유명한 캐릭터인 "

미니언즈"의 명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PLAKTON”(이의측)

명의로 된 상표 신청(제16, 18, 25, 28종)에 대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한책임사(이의측)의 이의 제기를 다룬다.이의측은 

유명한 미국 회사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표는 이의측가 제작한《

슈퍼배드》 시리즈의 유명 캐릭터인 "미니언즈"의 디자인 도안을 

다루고 있다(다음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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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로코에 어떤 상표도 등록하지 않은 이의 

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측은 

모로코에서 이미 사용했던 상표라는 사실을 굳이 

붙잡고 국제적인 명성의 상표라고 강변하고 있으며

《파리협약》에 따르면 이 상표는 모로코에서도 

유효하다.동시에 저작권 등록증서, 인터넷 검색 

결과, 모로코 내에서 상품을 판매했다는 증거 

및 이의측 캐릭터인 "미니언즈"로고를 부착한 

홍보자료를 제출했다. 이의측에서 캐릭터 "

미니언즈"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단독 개봉작 세 

편이 모로코에서 상영되었다.Plakton이 제출한 

상표 신청(16, 18, 25 및 28 종류)은 이의측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등록된 "미니언즈" 

로고와 관련된 상품을 포함한다.

Plakton은 그 이의를 변호할 수 없었고, 모로코 

상표국은 그것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 평결을 

내려야만 했다.많은 다른 관할 구역과 달리, 상표 

신청자들이 이의를 변호하지 못했을 때 모로코 

상표국의 평결은 묵인된 것이 아니었다.결국 모로코 

상표국은 이의 측이 제기한 이유가 신청 측의 

상표 신청을 기각할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Plakton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의측의 "미니언즈" 로고가 모로코에서 유명 

상표로 인정되었다.

"미니언즈" 로고는 모로코에서 유명 

상표로 인정되었다.

전체 상표 소유주들이 모로코 상표 새치기 
등록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거둔 승리였다.
이의측은 또한 Plakton이 제출한 다른 신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강아지 순찰대"

2019년 11월 26일, 스핑마스터 주식회사와 
상표신청자인 Plakton이 유명 상표인 "강아지 
순찰대"에 관해 판결한 것에 대해 모로코 
상소상업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모로코 상표국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은 "강아지 순찰대"의 상표설계와 관련해 
Plakton이 제출한 상표신청(제16, 18, 24 및 25)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Plakton
은 모로코의 악명 높은 상표 새치기 등록자이다.
이의측은 캐나다 장난감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유명한 "강아지 순찰대" 시리즈가 그 중 하나이다. 
이의측은 당시 모로코에서 어떤 상표도 등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표의 지명도를 가지고 
Plakton 신청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모로코에서 이의신청이 판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권은 절차 철회를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불행히도 등록처는 이의측 "강아지 
순찰대"에 있는 캐릭터가 알려진 바에 동의하지 
않아 이의가 기각되었다.

이의측은 또 Plakton의 상표 신청에 대해 취소 
신청을 계속 제출하였다(즉, 이의가 기각된 후 
상표등록으로 전환).취소 신청의 근거는 이의측 
캐릭터의 판권 및 이 로고의 명성이다. 모로코는《
파리협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파리협약 6조 2항에 
따라 이의측인 "강아지 순찰대"의 캐릭터와 로고가 
유명 상표로 인정했다.

2019년 6월 10일, 모로코 상표국은 이의를 지지하는 
쪽의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Plakton에게 
이 캐릭터에 대한 모든 사용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위반이 있을 경우, 매번 5000 모로코 
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Plakton은 이후 취하 신청 
판결에 대해 너무 늦은 항소를 제기했다.이 항소는 
실패했고 평결은 다시 이의 쪽에 편향되었다.

모로코에서는 지명 상표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이의 제기와 소송 취하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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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 플랜지

2020년 1월 23일 모잠비크 상표등록기관은  

"TOMMY FLANGE" 상표등록 신청에 반대하는 

이의신청과 관련해 타미 힐피거 허가유한회사(

이의측)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상표등록 

신청은 25번째 신청으로 Hudsun(신청자)에서 

제출했다. 신청자는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 

위치한 의류실체회사로 다양한 의류 신발류를 

취급하고 있다. 이의측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 

향수와 집용품을 생산하는 고급 의류회사이며 

또한  "TOMMY FLANGE" , "TOMMY",  "TOMMY 

FLANGE" 및 깃발 로고"(아래 사진) 및 깃발 로고

(문자 없음)의 소유자이기도 한다.이의측은 이미 

전세계에서 이러한 표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상표신청(제25종)은 이미 등록된 

"TOMMY" 로고를 그대로 옮겨 이의신청서에 

모잠비크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천연가스 비축분투, 경제전환 실현

+   이 나라는 2019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개인과 공공 투자를 촉진했다.

+   모잠비크 경내의 인상적인 자연 명소들은 아직 신흥 관광 산업에 의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   아프리카 남부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모잠비크 북부에 대첫 폭동

–   인민 생활은 보편적으로 빈곤하므로, 반드시 경제 성장을 선도함으로써 모든 모잠비크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기후 변화는 남부의 계절적 홍수 범람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근해 산호초가 위태롭게 

되는 한편, 폭풍은 더욱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등록된 "TOMMY HILFIGER"와 "깃발 로고"

의 디자인과 흡사하다.이 규칙 위반 신청은 또한 

홍백의 깃발 도안(반대의 방식으로 나타남)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의측은 혼동을 야기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 

밖에도 이의측이 모잠비크에 등록한 "타미힐피거"

와 "타미" 로고(25번)와 관련된 모든 동상품을 

망라했다.이외에 이의측이 모잠비크에 등록한 

"TOMMY HILFIGER"와 "TOMMY" 로고(제25

종)와 관련된 모든 동일 상품이 들어 있었다.

이의측에서 "FLANGE"라는 용어는 이의신청을 

이의측의 유명한 상표인 "TOMMY HILFIGER"와 

"깃발 로고" 그리고 "TOMMY"와 구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또한 이의측은 "FLANGE"

라는 용어가 사전에서 "베개, 식사 받침 또는 다른 

직물에 있는 넓은 테두리"로 묘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25종 상품(여러 가지 원단으로 된 의류 

포함)의 해당 마크에 사용된 "FLANGE"라는 

단어는 순전히 묘사적이어서 이 마크를 이의 측의 

기명 상표인 "TOMMY" 와  "TOMMY HILFIGER"

를 구별할 수 없다.

신청측이 그 상표의 신청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기관은 

이의신청을 곧 철회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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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dentification training, Windhoek

나미비아

웬드와크의 수사와 압수 행동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육지에서는 이미 중요한 광상이 발견되었고, 현재 근해의 중요한 
광상을 탐사하고 있다.

+    나미비아는 중요한 지역 교통 허브로 성장하여, 교통 운송과 건축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    광산과 어류 수출 무역 업무를 구축하는 한편, 남아프리카와의 
긴밀한 무역 거래는 남아프리카의 거대 시장을 열 수 있는 준입 
기회를 제공했다.

–   2019년까지 경기후퇴는 3년 동안 지속되었고 비록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2020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경제의 기본면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  광업 경제의 영리 능력은 전세계 상품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  빈곤 현상 일반화 청년실업률 고공행진

위조품 교육

2019년 5월에 우리는 윈더와 그램, 볼비스 만에 가서 나미비아 

재정부의 세관세무부처 관리들과 함께 브랜드 상표 교육을 했다. 

우리는 웬드와 크와 볼베스 베이에서 각각 두 차례 회의를 열렸고 

1차 회의는 이론적으로는 위조 상품을 식별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야 할 절차를 집중 논의했고 2차 회의는 시장에서의 위조품을 

검색하고 압수하는 연습이었다.

웬드와크에서는 우리는 기업을 수사하여 많은 위조품을 찾아냈다.

여러 차례 위조 혐의를 받아 유명해진 업체도 포함된다.이 기업은 

코뿔소 밀렵과 탈세 등 많은 다른 범죄 활동에도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웬드와 크와 볼베스 만의 두 차례의 실천회의에서 우리는 각각 1

만5000여 개의 위조품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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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심포지엄, 등록기관의 
추가 최적화 추진
지난해 등록기관이 처음으로 상표이의결요를 발표한 
데 이어 당사는 국제상표협회와 협력하여 아부자에서 
고급상표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Simon Brown(파트너)과 Kelly Thompson(파트너)은 현지 
변호사와 당사 연합 사무소의 한 팀과 함께 고위 임원의 
상표 신청과 이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특별히 
국제 최고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2019년 4월에 개최된 워크숍의 중점 중 하나는 등록기관이 
직면한 업무 도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 방문에서 아부자와 라고스에 있는 우리의 합동판사처를 
참관했다.

나이지리아

중요한 기회와 문제

+   풍부한 석유 비축과 선진적인 석유 산업 기반 시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나라에 상당한 수입이 될 것이다.

+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는 교육받은 부유한 소비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방대한 국내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    현지의 인재와 기업인들은 그 나라의 석유 의존에서 탈피하여 경제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 

관계를 개척하였다.

–  "보코하람"에서 발생한 잔악한 테러활동은이 나라 일부 지역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   정부 부패는 이 나라의 자원을 심각하게 소모하므로, 다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석유 기반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정부의 소득 수준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s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특허 설명서 
작성 워크숍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요청으로 Adams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인 Johnny Fiandeiro는 2019년 
5월 라세우스로 건너가 등록기관 소속 나이지리아 
연방공업,무역과 투자부원들에게 특허설명서 작성 
교육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세계지적 재산권기구가 마련하지만 
나이지리아 연방산업무역투자부가 주로 
주관한다.약 20명의 참석자는 나이지리아 각지의 
대학과 사영 부문에서 왔다.특허 설명서 작성 
경험이 많지 않아 참석자들은 높은 참여도와 열정, 
강한 학습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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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등록기관) 수사부 
주관 Garba Abdulazeez, (Adams 법률사무소) 

동업자 Simon Brown, 상표등록주임 겸 
우리측은 나이지리아연합사무소 대표 Adamu 

Yauri, (Adams 법률사무소) 동업자 Kelly 
Thompson, (상표) 심사관 Salihu A. Yunusa와 

검부 주관 Ogunbanjo A. Temitope

토론회 대표 단체사진

 르완다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새로운 산업 단지와 산업 부문의 정책 개혁은 정보와 통신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

    여, 끝없는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   농업이 이 나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업 종합 기업은 농업에서 견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   관광업은 주로 유명한 르완다 고릴라에 의존한다

–  이 내륙 국가의 교통 수송 노선은 대외적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이웃 국가들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통 수송은 불안정하다.

–  이 나라의 인구는 농촌 인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은 종종 교육을 받아야만 현대화된  

    경제 하의 취업 수요에 도달할 수 있다.

–  하나의 서비스형 경제권의 성공적인 창설과 다른 경제 정책의 원활한 구축은 활기찬  

    동아프리카 공동체 하나에 달려 있다 

상표 속전—마감일 연장
2009년 12월 14일 공포된 르완다 제31/2009호 지적재산보호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3

년 구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 즉 2009년 12월 14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는 2019년 12월 14일까지 

계속 전시되어 이러한 상표가 여전히 유효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르완다 발전위원회는 이후 2020년 1월 31일 상표 소유자에게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마감일인 

2019년 12월 14일까지 전시되지 않은 상표를 계속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2009년 12월 14

일 이전에 등록한 상표에 대한 속개 마감일이 2020년 10월 13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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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메 프린시페
중요한 기회와 문제

+   이 나라는 농업 생산 부지를 잘 관리하여, 수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   양호한 관광업의 성장 잠재력 

+   이 나라에서 발견된 해상 석유와 천연가스 비축은 그 지역의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   상품가격의 파동은 코코아와 커피는 물론 미래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서아프리카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상업 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자주 무시당하게 만들었다.

–  농촌의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였다.

방문 등록처 

Adams 법률사무소의 모잠비크 파트너인 엘리오 텍세일라는 

2019년 11월 상투메 프린시페의 상투메시로 이동하여 

국가지적재산권품질서비스국(SENAPIQ) 국장 Domingos 

da Silva do Trindade를 만났다.우리는 등록처에 기록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세계지적 재산권기구에 의해 후원된 

등록처의 전산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도록 격려했다.2020

년 1분기 안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는 공인인증서의 출시 속도, 정확성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등록처는 현재 매 분기마다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고 

있으며, 과거에 매년 출판되었던 3개 버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Registry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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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고소:자료 업데이트
등록처는 현재 이 법안의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2014년 법안》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이전 업데이트에 따라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표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이전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상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신청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파리협약》에 따르면 이 법은 우선권을 요구하는 규정도 만들었고 집단상표와 유명상표 신청도 인정했다.

신청일로부터 상표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시에라리온 
중요한 기회와 우려

+   철광석 발굴사업은 이미 회복되었고, 광업 채굴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   더 좋은 관리는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

+   전력 공급이 개선되고 있다.

–  식량 안보는 농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  가난이 사람들의 특징이 되었다.

–  성폭력은 사회에 큰 파괴를 초래했고 2019년에 발표되었다

소말리아 
중요한 기회와 우려

+   광산과 석유 저장의 생산은 이 나라가 완전히 안전해지는 대로 해야 한다.

+   경작지는 농업 수출업을 유지할 수 있다.

+   건축과 통신은 성장 분야이다.

–  소말리아 테러 청년당 아직도 폭격과 습격을 감행하고 있다.

–  무력 충돌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를 영구화하게 했다.

–  해적으로부터 연안 수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 해상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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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운영 사항

2020년 1월에는 소말리아 등록소가 가동되어 현재 

소말리아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공부는 그동안 상표등록은 새 상표법이 공포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발령된 

장관령을 통해 현재 새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령은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나 반대절차를 개술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사무소는 

관련 심사를 할 예정이다.

우리의 대리점은 소말리아 상표등록소가 상공부(이하 

"이 부서"라 한다) 아래에 소말리아 상표등록처를 

세왔다고 알려왔다.이런 면에서 상표등록비 관련 법령을 

제정해 상표등록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서가 실효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작전 

중단 전에 소말리아에서 제정된 법인데, 즉 1975년 제

33호 법률인《상표 및 특허법》이다.(이 법은 다음과 같은 

이탈리아 법을 소말리아로 도입):

•  1955년 상표에 관한 제3호 법령

•  1955년 특허에 관한 제1호 법령

•  1955년 공산품 설계에 관한 제2호법령

본 부서는 1977년 제66호 법률에도 의거했다.(《

저작권법》)

문제는 그동안 해당 부처 관리들이 상표등록은 새 

상표법이 공포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힌 점이다.이제 

상황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같다.

이 부서는단일 카테고리 상표 요청만 받았다. 이외에 49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구 이탈리아어 분류가 사용되긴 

했지만, 현재 버전의 니스 분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옛 이탈리아어 분류: 

•  상표의 표현 형식;

•  상품의 사양;

•  모두의 이름과 주소;

• 간단히 서명한 수권서 양식의 사본.

또한 소말리아에서는 신청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우리는 여전히 사법부가 심사와 반대 절차를 

천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모든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공시하기 

위해 경고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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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중요한 기회와 우려

+    Ramaphosa 대통령이 2019년 투자자 서밋에서 얻은 

성공은 국제 투자가들이 이 나라의 다부문, 다원화된 경제에 

매료되었음을 보여준다.

+    남아프리카의 기업과 정부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고 ICT 

분야에서 아프리카를 선도하고 있다.

+   수출을 선도하는 경제는 새로운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    

 지역에서 혜택을 볼 것이다.

–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 여당의 부패 통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기까지 수 년이 걸릴 것이다.치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서서히 

파괴하

–  실업률이 매우 높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경제면에서 가장 큰  

    도전이다

–   경제와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긴장은 심각한데, 이는 잠재적 정부의 

"무상징지" 정책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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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호 본토 지식의 보호, 촉진, 발전 및 관리법 
《2019년 제6호 본토 지식의 보호촉진발전관리법》이 공포됐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발효일은 대통령이 정부 

공보에서 선언할 것이다.

이 법령의 목적은 토착 지식에 대한 보호, 촉진, 발전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국가 토착지식시스템 사무실의 구축과 

기능; 토착지식 커뮤니티의 권리관리;토착 지식 상담 그룹의 설립과 기능; 토착 커뮤니티 지식의 획득과 획득 조건; 

이전에 배운 것을 인정하고 토착지식에 기반한 혁신이 추진되고 조화롭게 되었다.

상표: 상품과 서비스 분류

2020년 1월 1일부터《상품과 서비스의 니스 분류》 
제11판의   2020년판이 모든 상표 규범에 적용된다.

상표:심사

상표신청 심사지침의 제3판은 2019년 3월 20일에 
발효되었고, 업데이트 버전(3A버전)은 2019년 8월 
6일에 발효되었다.

마드리드의정서

내각은 상표의 국제등록 마드리드 협정(1989)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했다.이제 수권 입법이 
최종 확정되고 승인될 것이다.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자 보호 개정안과 저작권 개정안

Cyril Ramaphosa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집행자 보호 개정안》과《저작권 개정안》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각 

이익그룹은 이 두 조항의 초안, 특히 합리적인 사용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두 가지 초안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남아프리카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여 남아프리카가 범용혜택제(GSP)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가장 크고 최초의 계획으로 지정수혜개발도상국(BDC)

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단방향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

남아프리카의 GSP 참가 자격이 취소될 경우 이 나라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Ramaphosa 대통령은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가 무역산업 및 문화예술부장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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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지식 법안

2019년 11 월 1일, 국가 코이손 이사회(NKC)와 

남아프리카상 이사회(SASC)가 대표하고 있는 코이산 

커뮤니티는 남아프리카의 루이보스 이사회(SARC)로 

대표되는 루이보스 다업과 이익공유 협약을 맺었는데, 

코이산족과 부족 커뮤니티를 결국 지역차의 상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지식 보호에 있어서 예사롭지 

않은 한 걸음으로서 찬사를 받고 있다.

최고 항소 법원은 창조적 테스트를 승인했다.

이 안건은 광업 채굴을 위한 두 회사를 다루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속 소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강철로 된 컨베이어 벨트에 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소결은 어느 정도 다른 용융점이 포함된 

금속 분말을 가열하는 혼합물을 의미한다.금속 분말 

혼합물을 가열하기 위해 흡열형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오투타이사는 남아프리카 특허사무소에 특허 등록을 

했는데, 특허에서 벨트의 일부가 천공되고 미착공 

구역이 퍼져 있으며, 천공 면적은 약 20-60의 컨베이어 

벨트 총 면적의 백분율을 나타냈다.천공은 가스를 금속 

분말 혼합물에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공의 범위는 

소결의 최적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허 담당 임원의 평결에 대한 항소로, 이 판결에서, 

전담 직원은 특허가 새롭고 창조적이라는 이유로 

오투타이저가 보유한 특허의 취소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다. 이 항소는 주로 특허가 창조적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질의에 따른 것이다.

Ensign-Bickford 사건에 설명된 바와 같이, 최고 항소 

법원(SCA)은 특허가 창조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남아프리카 법률 테스트를 

재확인했다(즉, 눈에 띄지 않는 절차):

•  창조적 절차란 무엇인가

•   최초의 관련 절차의 최신 진전은 어떠한가. 

•  이 절차가 어떤 면에서 기존 기술을 넘어서거나  

     그와  다른지

•   이러한 발전이나 차이를 고려할 때 이 절차가 

기술자에게 뚜렷하는가?

법원은 기존 기술을 고려하고 주요 구별은 천공 범위

(20-60%)이며 기존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런 다음, 법원은 전문가 증인의 증거를 고려하고 

항소인의 전문가 증인의 관점에 동의하며, 증인은 

백분율과 관련된 어떤 우세, 우선도 또는 중요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뚜렷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특허가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유지했고 특허를 취소했다.

TELLYTRACK은 MARSHALLS WORLD OF SPORT 

주식회사 및 기타-영화 필름의 저작권 침해를 

고소했다.

2019년 11월 25일, 최고 항소법원은 영화 필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흥미로운 평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더반 고등법원의 콰줄루 나탈 부서가 항소했다.이 

결정을 특히 주목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영화 필름의 

구성과 영화 필름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할 때 들인 

세부 사항이다.

이 사안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의 

평결과 항소 이유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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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에 대한 사실과 결정에 대한 요약:

Tellytrack은 세 개의 다른 경마장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 업체로, 응답자들에게 국내와 국제 
경마대회의 전시를 금지할 것을 요청해 왔고, 
경기는 Tellytrack 방송국(DSTV 케이블 채널)
에서 239 채널로 표시되며 남아프리카에서 이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Tellytrack는 피조사자들이 DSTV 239
채널에서 숙소 공중들을 상대로 상영중인 영상물 
상영을 통해 각종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구독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Tellytrack은 문학작품, 녹음, 영화 필름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허가자가 이 작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로열티로 인한 정직과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Tellytrack은 경기내용의 창설방식에 관한 많은 
증거를 제공했다.이러한 방식은 원시 대회 콘텐츠 
공급으로 귀결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를 
약간 보강해 실질적으로 생방송으로 몇 초 안에 
전송할 수 있다.

법원은   금화TV게임센터 및 기타 회사가 닌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대중은 응답자들의 영업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허락받았고 

이 이미지들은 주요 경마 캠페인의 애니메이션으로 간주되었다.이 그림과 다른 그림은 스튜디오 

인터뷰를 포함한 영상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해진 모든 항목의 적층은 이 자리에서 녹화를 

통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우선 국내 경기와 관련해 중계차에서 녹음한 녹음이 2장이었고 

그 다음이Tellytrac 통제실에서 방송되었다.국제 경기의 경우, Tellytrack 제어실에 증강 기능을 

포함한 완전한 제품이 녹화되었다.채널 239에서 본 것은 중계차와 Tellytrac 제어실에 기록되어 

저장된 내용이다.이처럼 채널 239에서 사건을 보았을 때 이미 경기 내용이 기록되고 저장되었다."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작품에 대해 고정되거나 어떤 형식 
또는 재료 형태로 축소되어야 저작권에 부합할 
수 있다는 "고정된" 정의에 주목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텔리트랙 채널을 화면에 표시할 때 "
고정"되거나 저장된 작품을 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사건은 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의 요구대로).이 때문에 피고는 사건의 
녹화와 생방송 전송이 동시에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영화보다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다른 
작품에 관하여 법원은 문학 작품, 녹음과 컴퓨터가 
생성하는 작품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영화 
필름의 일부로서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방송이 
아닌 영화 필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원고의 신청에 실패했다.

최고 항소 법원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재심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항소법원의 주된 문제는 Tellytrack이 영화 
필름에 대해 판권을 배상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법원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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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국립공원 마폰구브웨 왕국

남아프리카 국립공원(SANParks)은 상표 신청에 

반대하며, 이 상표들은 마폰구브웨 표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41과 45의 마폰구브웨 종교의 장소와 

코끼리 장치는 마폰구브웨의 금렵구유한회사 명의로 

운영되는데 스웨덴 국민이 유일한 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남아프리카 국립공원은 마폰구브웨 국립공원 

상표의 소유자로 상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다.신청자의 로고는 모두 반대측의 등록인 

마폰구브웨 국립공원 상표의 주요하고 현저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이 내포한 서비스는 상대방에 

대한 등록 내용과 직접적으로 겹치거나 유사하다.이러한 

신청은 남아프리카 국립 공원이 그 상표를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제출되었다.반대 상대방은 등록에 

내포된 서비스에서 상표를 널리 사용했다.운영하는 

마폰구브웨 국립공원은 예전에는Vhembe Dongola

라고 불렸으나 2004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남아프리카 국립 공원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모험 

관측 산책, 야간 운전, 마폰구브웨 문화관경 산책을 

제공한다.(안내인 동반 있음).각 캠프 내에서 숙박이 

제공한다.반대측은 또 신청인이 마폰구브웨 상표를 

통합한 실소유주라고 자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마폰구브웨가 지명과 지리적 위치여서 어느 

쪽도 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반대측은 

마폰구브웨 국립공원 상표가 지리적 표시가 아닌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고유 상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맞섰다.반대측의 상표등록에 관한 면책성명은 없다.

기능설계등록-권위성명 왕
기능 설계 등록에 관한 결정은 권위 있는 성명 초안과 해석적 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권위 있는 성명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합적인 유형의 양식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신청인은 기능설계 등록에 기초하여 피고의 부동광고에 대해 긴급설계 침해 신청을 
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부동 광고가 등록 설계의 범위에 속하는지, 이는 피고가 등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도면에 그려진 많은 특징을 식별한 것이며, 이러한 
특징들이 피고의 부동 광고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권위 있는 성명과 
해석적인 성명에서는 피고의 부동 광고에 채택된 특징들을 다루었다.

법원은 권위 있는 성명과 해석적 성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동광고의 전체적인 
디자인, 모양 또는 형식 또는 그 특정한 그래픽 선염을 도면에서의 개별적인 특징과 
구분할 의도도 없다고 판결했다.따라서 권위 있는 성명에 기술된 특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 설계에 대한 침해 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바탕으로 DSTV에서 본 것은 방송이 아닌 
영화 필름이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이렇게 되면 
Tellytrack은 금지령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우리 법원에 접수된 판권사건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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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에스살람 브랜드 식별 교육

고등 법원은 남아프리카 국립 공원 상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현저성을 갖추고 소유주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상표 신청자는 마폰구브웨가 포함된 남아프리카 국립공원과 동일/비슷한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남아프리카 국립공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이에 따라 제41종과  제45종 중 마폰구브웨의 

상표가 포함된 신청은 모두 기각되고 대금이 청구된다.상표 신청자의 상고 허가 신청도 기각됐다.

탄자니아 
중요한 기회와 우려
+    건축업계는 국가 인프라와 ICT를 확대하는 데 있어 경제 선두에 있다.

+    분주한 다르에스살람항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데, 이 항구는 바로 탄자니아가 세계 
다른 지역과의 역사 무역 거래의 본보기이다.

+   온건한 관광업은 탄자니아의 놀이 공원과 풍경에 입각한다.

–   Magufuli 대통령 정부의 전제 행위는 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  탄자니아의 인구 대부분은 빈곤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경제 성장에서 제외되었다.

–  세계대종상품가격은 농업부문의 영리능력을 결정하고 2019년에 설탕과 임업제품을  

    강타했다

위조 방지 교육

우리는 2019년 10월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으로 이동하여 REAC 토론회에서 탄자니아에서 판매되는 위조품에 대한 타격을 돕기 

위해 공정경쟁위원회(FCC) 관리들과 브랜드 식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FCC는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FCC는 John K Mduma 박사가 참석했으며 개회사에서 위조품 타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자니아에서 

브랜드 소유자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계속 협조할 수 있도록 추가 약속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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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상표료 증가
2020년 1월 23일 튀니지 특허와 상표 사무실(INNORPI)은 29/2020호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 중 

공식 상표료가 100% 증가함을 선언하고 법령은 2020년 1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튀니지

중요한 기회와 우려
+   이미 구축된 무역 거래의 탄력성 있고 회복된 경제

+   이윤이 풍부한 관광업이 다시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아랍의 봄의 발원지는 민주 개혁에 대한 그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  튀니지의 이웃 리비아 정부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안전 문제로 가득 차 있다.

–  튀니지에서 온 ISIS 신병의 수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고, ISIS 테러리즘이 여전히 위협적이다.

–  연립정부가 2019년 대선 후 몇 달 동안 2020년 초에 패배한 것은 정치 상황이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간다 

중요한 기회와 우려
+    새로운 유전은 에너지 업계의 발전을 가동시킬 수 있다.

+    우간다는 발달되고 건전하며 규범적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정부는 생산적인 농업용지를 지속가능한 상업화 

농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  Museveni 대통령의 장기적인 정권은 유지되었지만, 정치와 언론의 자유를 희생하는  

    대가로 한다.

–  정부의 부패는 투자자에게 문제이다.

–  전력 공급 부족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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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회와 우려
+   이미 구축된 무역 거래의 탄력성 있고 회복된 경제

+   이윤이 풍부한 관광업이 다시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아랍의 봄의 발원지는 민주 개혁에 대한 그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  튀니지의 이웃 리비아 정부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안전 문제로 가득 차 있다.

–  튀니지에서 온 ISIS 신병의 수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고, ISIS 테러리즘이 여전히 위협적이다.

–  연립정부가 2019년 대선 후 몇 달 동안 2020년 초에 패배한 것은 정치 상황이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문 등록처

2019년 12월, Adams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Nishan Singh는 캄팔라 상업법정에서 상표침해안에 대해 행해진 

조정청문회에 출석했다. 우리측 연합회사의 대표가 회의에 배석하였다. Singh는 청문회 후 우간다 등록 서비스국

(URSB)을 방문했고 지식재산권 매니저인 Gilbert Agaba씨를 만나 등록처 운영과 미결 사항을 논의했다.

URSB 지적재산권국  매니저 Gilbert Agaba(왼쪽에서 두 번째), Adams 법률사무소 파트너 
Nishan Singh(왼쪽에서 다섯 번째), URSB 고급 IP 등록 서비스 사업자 Maria Nyangoma(

오른쪽에서 넷 번째  ), URSB 고급지적재산 등록원 Sarah Rukundo  (오른쪽에서 셋 
번째),URSB 특허 심사원 Abraham Ageet(오른쪽에서  두 번째), 당사 관련 사무소의 대표   

잠비아 
중요한 기회와 우려
+   잠비아는 세계 2위의 구리 생산국으로, 세계 금속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 채광업이    

 활발해지고 국민 경제가 개선되었다.

+   은행업은 잘 운영되고 금융 서비스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   농업과 관광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세계의 대량 상품 가격의 파동은 경제의 관건인 광업의 이윤을 손상시켰다

–  약한 공공 의료 보건 체계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약화시킨다.

–  전력 수급 불안은 업무 전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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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에서 국제 등록을 위한 실행가능성-상표 권리가 "테스트 버전"을 

획득하지 않았는가?
잠비아 상표등록처는 최근  Sigma-Tau 연합 

제약회사  (반대 측) 과 Amina 유한회사 (신청인) 

사이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했다.등록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잠비아의 국제등록(IR)이 

지정된 것이 잠비아 상표등록부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또한 등록처는 잠비아의 IR 소유자를 

이른 시간에 지정하여 해당 IR의 반대 이후 상표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마드리드 의정서》

가 아직 잠비아의 현지 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결정은 많은 종사자들을 놀라게 했다.

신청자는 잠비아에서 제5종 등록 상표   BETASOL 

을 신청했다.이의 제기를 위한 신청은 2015년 10

월에 발표되었다.반대측은 잠비아의 IR를 조기에 

지정해  BETNESOL 상표(제5종에도 해당)의 등록   

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측은     BETASOL 가 시각, 발음과, 그리고 

개념적으로 모두 그 이전의 IR와 유사하게 표기되어 

있다.이외에 반대측은 이미 아프리카와 세계적으로 

소비자 약품에 사용되었고, 그것의    BETNESOL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신청자가 그 신청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한 논거 중 

하나는 잠비아에 지정된 IR이 자신이 이 나라에서 

등록 상표를 신청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신청자는,《마드리드 

의정서》는 아직 국가 입법을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지화되지 않아 IR는 현지에서 시행될 

수 없다.

잠비아 IR의 상황을 고려할 때, IR는《잠비아 

상표법》 제17조에 규정된"이미 등록된 상표'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건 본 지역에 등록한 것과 같다"

는 것이 서기장의 설명이다.

등록처는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상표  

BETASOL 과  BETNESOL 의 사이에 시각과 발음의 

높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의에 성공했다.

이 결정은 특히 잠비아 최고법원이  잠비아 

사탕업회사 소난자루카  사건에서 현지화가 되지 

않는 한 이 나라에서 외국 법률을 집행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상표등록처의 최신 재정을 근거로 삼으려다가는 

장래 입법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IR 소유주들이 이 재정으로 잠비아에 있는 

자신들의 IR 권익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마드리드 의정서》를 지역 

법률에 포함시키기 전까지는 상황이 불확실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잠비아에서 국가 등록을 확보하여 

명확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저작권과 상표법규 초안을 심의 중

특허와 회사 등록 대행 기관 (PACRA)은 최근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기다리는《저작권과 방송권법》(
법률, 제23권 제406장) 과《상표법》(법률, 제22권 제 401장)에 관한 법규 초안과 합의비용을 발표했다. 
업계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법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우리는 회의에 참석했고 
몇 가지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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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 비해 잠비아에서 상표를 신청하는 공식 비용이 많이 든다.남아프리카 발전공동체 

중 대다수 국가의 공식 요금은 잠비아가 현재 제시한 비용보다 훨씬 낮다.이미 PACRA

에 제출한 문서는 공식 요금을 잠비아 이웃 국가들의 요금과 동일하게 유지하면 해당 

지역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잠비아 기구, 국민과 외국인의 공식 비용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현지 권리  보유자가  

   로컬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가정한다.잠비아가 이미 체결한《산업생산권 보호 파리협약》은 국민 처우에 관한   

   규정 (2조)을 포함하며, 연맹 회원국들이 국민과 동일한 이익을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PACRA에 국민과 외국인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신청은  파리  

   협약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   저작권 법규 초안은 녹음과 영화 작품의 홀로그램 신청을 위한 이론적 준비를 제공한다.

    해적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진전이었다. 

초안 작성과 상담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PACRA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짐바브웨

중요한 기회와 우려

+   광산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

+    비옥한 농지는 좋은 관리를 통해 이전의 생산력을 실현할 수 있다.

+   교육을 잘 받은 기술 근로자는 산업 확장에 사용할 수 있다.

–  계속되는 경제 불황은 사상 최고의 높은 실업률과 외환위기를 낳았다

–  몇몇 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국제 제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  이 나라의 정치 불안, 안전 부대는 정치 시위자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대안: ARIPO를 통한 상표 제출

짐바브웨는 1997년 상표반주르의정서(ARIPO)에 가입했다.

짐바브웨는 이미 반주얼 의정서를 현지화했기 때문에 짐바브웨의 

ARIPO 등록을 지정해 국가 신청과 같은 권리를 얻었다.

짐바브웨 등기소에 제출된 국가 신청은 통상 4~8주가량 늦어지고 

일련번호가 붙은 공식 서류 영수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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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ARIPO를 통한 상표 제출
짐바브웨는 1997년 상표반주르 의정서(ARIPO)에 가입했다.짐바브웨는 이미 반주얼 의정서를 현지화했기 때문에 

짐바브웨의 ARIPO 등록을 지정해 국가 신청과 같은 권리를 얻었다.

짐바브웨 등기소에 제출된 국가 신청은 통상 4~8주가량 늦어지고 일련번호가 붙은 공식 서류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에 비해 짐바브웨의 ARIPO를 지정해 제출하면 공식 서류 영수증은 며칠 안에 나온다.

 《반주얼 협약》에 따라 지정된 주에는 9개월의 신청 거부 기간이 있다.일단 이 기간이 만료되고 지정 국가가 

신청을 기각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어 ARIPO 저널에 게시된다.제3자는 신청에 3개월 동안 

반대하였다.짐바브웨에 지정된 ARIPO 신청도《정부공보》에 게재된다.

짐바브웨 등록처의 당면한 도전을 감안하여 우리는 짐바브웨 지정 신청을 ARIPO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ARRIPO 등록의 실행가능성은 지정된 주의 국가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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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법률사무소

부가가치 서비스: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브랜드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법적 견해와 좋은 경제 수치가 

서로 맞물려 있다.아프리카 대륙의 선도적인 지적재산권 법률사무소으로서 우리의 전문 인력들은 

아프리카 데이터의 통합과 심리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법적 및 브랜드 보호와의 연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아프리카 컨설팅 회사는 아프리카의 모든 관할 지역의 브랜드 확장과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참조 틀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다.아프리카의 모든 관할 지역의 브랜드 확장과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참조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아프리카 관찰 서비스

Adams & Adams는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를 위한 최초의 관찰 서비스인 KIPANG TM 능동적 

관찰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 서비스는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 보호 및 아프리카 사법 관할에서의 

통상 능력을 보장하는 선별된 지능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이 서비스는 남아프리카 및 

아프리카의 전 세계 및 지역 고객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률 집행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kipanga@adamsadams.com

FOR MORE INFORMATION, EMAIL: advisory@adams.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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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토리아 사무소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린 

우드다벤트리 거리 4번지 린우드 다리 

사서함 1014,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0001

전화  +27 12 432 6000 

팩스  +27 12 432 6599 

이메일 mail@adams.africa

요하네스버그 사무소

프레 데만 대로34번지 2층 

남 아프리카 산톤(5번가 모퉁이)

사서함 10155,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2000

전화  +27 11 895 1000 

팩스  +27 11 784 2888 (CPL) 

 +27 11 784 2872 (Patents) 

 +27 11 784 2889 (Trade Marks) 

이메일 jhb@adams.africa

케이프타운 사무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장 거리와 한스 스리타운 거리의 

모퉁이, 장거리 2번지, 22층

사서함 1513,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8000전

화  +27 21 402 5000  

팩스 +27 21 418 9216 (특허) 

 +27 21 419 5729 (상표) 

이메일 cpt@adams.africa

더반 사무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 울란가령 Richefond Circle 

21호 리지사이드오프아이스파크 3층 2실

사서함 237, 남아프리카 Umhlanga Rocks 4320

전화  +27 31 536 3740 

팩스  +27 31 536 8254 

이메일 dbn@adams.africa

연합 사무소:
앙골라

angola@adams.africa

보츠와나
botswana@aadams.africa

부룬디
burundi@adams.africa

카메룬(OAPI)
cameroon@adams.africa 

oapi@adams.africa

카보베르데
capeverde@adams.africa

이집트 
egypt@adams.africa

에티오피아 
ethiopia@adams.africa

가나 
ghana@adams.africa

케냐 
kenya@adams.africa

레소토 
lesotho@adams.africa

라이베리아 
liberia@adams.africa 

리비아 
libya@adams.africa

모잠비크(ARIPO)
aripo@adams.africa 

maputo@adams.africa

나미비아 
namibia@adams.africa

나이지리아
nigeria@adams.africa

시에라리온
sierraleone@adams.africa

상투메 프린시페 
saotomeprincipe@adams.africa

SWAZILAND 
swaziland@adams.africa

탄자니아(상급발 포함) 
tanzania@adams.africa

감비아
thegambia@adams.africa

짐바브웨 
zimbabwe@adams.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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