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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 세계적인 격변하는 위험에

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아프리카

의 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입

니다. 개발에 있어 장애물은 많지만 월
드 은행 아프리카 펄스 보고서(Africa 
Pulse Report) 에서는 사하라 아프리카 
이남 지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평균 
4.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 EY 글로벌 어트랙티브니스 스터

디(EY Global Attractiveness Study)
에서는 동부, 프란코폰 그리고 북아프리

카 지역을 몇 개의 경제적 “전망 밝은 지
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문 | 
시몬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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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아프리카 경제의 거인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2016년 다양한 이유로 성장 둔화를 경
험했습니다. 채취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역은 2017/8년에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가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 가능 에너지과 확장 공업화와 제조에 집중하는 곳은 보상을 얻
을 것입니다. 코트 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베닌, 모로코과 같은 서부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은 그들에게 이익이 될 두 번째 투자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경제 환경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끌면서 아프리카의 생산성을 높여 그들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륙정부는 가계의 저축을 장려하면서 소비자 지출 증가와 같은 국내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
프리카 지역 내의 통합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부 및 북부 아프리카의 잠재 성장에 더하여 에디오피아, DRC, 탄자니아, 르
완다 그리고 케냐를 포함한 몇몇 다른 국가는 아직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자랑합니다.

대륙에서의 통치는 개선되고 있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온 반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민주적인 표현을 억압하는 부패 및 착취적 거래, 
권위주의적 체제, 많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조건은 경제의 발전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방해

합니다. 인권을 위한 지역 법률의 개발, 개혁과 기업과 정신과 함께하는 헌법의 개선이 아프리

카 상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지적 재산권 법률분야에 있어 꾸준히 절차에서의 진화와 발전, 법률과 규정에서의 많은 영역

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관들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및 역
량 강화 계획을 포함한 전 대륙의 특허청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담스&아담스(A&A)의 지속 성장 동력의 핵심은 현지 등록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 사무소와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긴밀한 관계 설정입니다. 올해 우리는 고객

의 이익의 보호에 문제가 되었던 관할 지역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지난 해 
동안 대륙에서의 우리의 업데이트 된 활동을 즐기시기를 희망 합니다.

시몬 브라운

아프리카 전략 위원회 의장 및 무역

부 공동 의원장

아프리카 최근소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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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아담스 및 매니징 아이피 아프리카 로드쇼
(MANAGING IP AFRICA ROADSHOW) | 뉴욕

2016년 4월 아담스&아담스는 매니징 아이피 Managing IP (MIP)와 함께 뉴욕에서 첫 아프

리카 지적재산권 로드쇼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일 세미나의 목적은 아프리카에서의 최근 경제 
및 지적 재산권 개발에 대해 참석자에게 알려주기 위함 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서의 효과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른 영역에 채택되어야 
하는 방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대표단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A&A 아프리카의 대표는 남
아공의 한 대형 상업은행의 유명한 경제학자와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표단에 의
해 잘 전달되었으며 미국의 다른 미국의 주에서의 앞으로의 이벤트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브릭스 지적 재산권 포럼 연례회의 | 런던

아담스&아담스는 2016년 11월 런던 BIPF 연례회의를 자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2일간의 
회의에서 브릭스 국가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집행 경험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나누는 많은 업
계의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5개 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견해가 표출되

었고 브릭스 지적재산권 포럼을 구성하는 선도하는 IP 실무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

는 지적 재산권 정책, 기소, 거래 및 집행에 있어서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 아프리카 네트워크

+ 지적 재산권 아프리카 로드쇼, 뉴욕

아담스&아담스 아프리카 팀. 뉴욕 BIPF 회의. 런던

아담스&아담스 아프리카 네트워크 확장

아담스&아담사는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최근에는 감비아에 협력 사무실을 설립했습니다. 
이 사무실은 리비아, 시에라 리온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7년에는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에서 사
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20여개의 협력 사무소를 만들게 되고 독특한 
아담스&아담스 아프리카 네트워크 Adams & Adams Africa Network (AAAN)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점은 우리의 고객의 지적 재산권 포트폴리오에 가치를 더하는 것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의 거울처럼 고객에 윤리와 약속을 지키는 지역 파트너사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아프리카 전
략 위원회 파트너 및 의장인 시몬 브라운(Simon Brown)은 이야기 합니다. 

아프리카 최근소식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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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가 |  
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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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아담스 사무소: 
프리토리아 | 요하네스버그 | 케이프타운 | 더반

  협력 사무소: 
가나 | 감비아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라이베리아 | 레소토  
리비아 | 모잠비크 (ARIPO) | 보츠와나 | 부룬디 | 스와질란드 | 시에라 리온  
앙골라 | 이집트 | 카메룬 (OAPI) | 케냐 | 탄자니아 (잔지바르 포함)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핵심은 고객을 위한 경험과 확신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높은 기준이 기
대되고 우리는 엄격한 실사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아담스&아담스가 운영해온 
109년이 넘게 축적된 우리의 광범위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협력 사무소에게 권한을 주는 
것 입니다. 

지난 4년간 아담스&아담스는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수단 및 튀니지의 북부 아프리카 관할 구역의 허브 역활을 하는 
케냐, 나이지리아, 가나 및 이집트에 협력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에서 추가로 
협력 사무소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줄

프리타운

몬로 비아
아크라

아부자

야운데

루안다

빈트 후크

가보로네

모로코

알제리

말리
모리타니

세네갈

카보 베르데

서사하라

기니

아이보리 
코스트

적도기니

사토메 프린시페

기니-비사우
부키나 파소

베닌

토고

튀니지

니제르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소말리아

우간다

르완다

난수단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공고  
공화국각봉

공고 민주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모리셔스

세이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감비아

시에라 리온

라이베리아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케이프 타운

요하네스버그

마세루

프리토리아

더반

마푸토

음바바네

레소토 스와질란드

브룬디

이집트

트리폴리

카이로

다르 에스 살렘

나이로비

잔지바르

부줌 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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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네트워크  
미팅 | 프리토리아

아프리카의 유산과 지적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4회 
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네트워크 회의를 위해 프리토리아 아담스&
아담스 사무소에 모인 대표들에게 유명한 배우, 감독, 작가 및 극
작가인 존 카니의 질문입니다. 기조연설을 한 카니는 남아프리카

에서의 아파르트헤이드에 대한 이야기와 할리우드에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청중을 사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마블 캡틴 아메

리카 필름 프랜차이즈에서의 아프리카 군주로서의 최근 역할에 대
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나는 허구의 북아프리카의 왕국의 아프리카 군주로 캐스팅되었고 그들에게 할리우드가 좋
아하는 ‘타잔(Tarzan)’방언 대신에 코사어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보

았다” 라고 농담을 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륙의 풍부한 역사, 유산 및 내재되어 있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단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담스&아담스는 유산 지적 재산권에서

의 특별한 활동을 해왔으며 파트너, 대런 올리비에(Darren Olivier) 그리고 그의 팀에 의해 시
티브 비코 재단 (Steve Biko Foundation)을 위한 최근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자의 환영사에서 제라드 듀 프레시스(Gérard du Plessis) 회장과 시몬 브라운(Simon 
Brown) 파트너는 참석자들에게 고객 IP 전략에서 최선의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IP 개발과 관할 구역에서의 입법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IP 상업화, 여러 관할권에서의 IP 절차의 이의신청 대응, 등록 실무 그리고 검색 능
력과 같은 주제별 산업 문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했습니다.

의제의 하이라이트는 세계 지적 재산권(WIPO)가 관리하는 국제 등록 시스템인 마드리드 의
정서 (Madrid Protocol)의 구현을 통하여 상표의 중앙 집중식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것이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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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드리드 협약/의정서의 맴버인 37개의 아프리카 지역 중 단지 9곳 만이 실제로 그들의 
국내 상표 등록에 대한 적절한 수정과 합법화된 규칙의 시행과 함께 제도를 실질적으로”국내

화” 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몇 안되는 곳도 아직 실무적 우려가 남아있다). 최근 마드리드 시
스템에 대해 아담스&아담스의 싱크탱크인 스테판 홀리스 (Stephen Hollis)는 “마드리드 의정

서와 같은 지적재산권 조약의 국내 단계 등록 가능성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추가적

인 지시 및 진행 그리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국내 단계에서 국내 IP사무국가 국제 
출원의 취급 및 진행에 잘 준비되어 있는가 입니다. 여기에는 거절 및 이의 신청 등과 같은 것
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도 포함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행 규칙’이 공표될 때 까지는 국내 상
표 등록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 조항에 의해 절차 및 프로세스를 공
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시행 규칙 보충 및 완전한 상표법 등록으로 해당 국내 상표 사
무국에 의해 이행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제도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대륙 전체에 등록에서 최근 산업 재산권 자동화 시스

템(IPAS) 에 대응하는 구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집트(북부), 가나(서
부), 탄자니아(동부) 그리고 짐바브웨(남부)의 협력 사무소로부터 지역별 업데이트를 받았습

니다.

Africa Network Meeting 2016

아담스&아담스 2017년 아프리카 IP 로펌으로 선정

런던의 세보이 에서 열린 매니징 아이피 (MIP) 글로벌 수상 연회에서 아담스&아담스는 2017년 아프리카의 선도

적 로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선정입니다. 파트너인 다렌 올리비에(Darren Olivier)는 상을 받으면

서 아프리카 대륙의 영토에서 양질의 지적 재산권 사업을 결합 및 발전에 있어서의 회사의 경이적인 업적을 축하

하였습니다.

제러드 듀 프레시스 (Gérard du Plessis) 회장은 수상에서 “ 이것은 환상적인 성과이며 우리의 노력과 아프리카에

서의 우리 회사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인정해준 MIP 멤버에게 대단히 감사한다” “우리는 대륙에서의 상업적 이익

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로컬 그리고 글로벌 고객에게 빚을 지
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IP 네트워크 
미팅 | 프레토리아

+ 아프리카 IP 법률사무소, 2017

아프리카 최근소식 2017

다렌 올리비에가 MIP 수상을 받았습니다.제러드 듀 프레시스, 존 카니, 니키 가넷 그리고 시몬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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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포
아담스&아담스의 대표는 2016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역사적인 
40 번째 세션의 ARIPO 행정위원회 미팅에 참석에 기뻐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 기구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의 새로운 최첨단 
본부 빌딩의 출범식과 동시에 열렸습니다.

짐바브웨의 부통령인 존경하는 엠마슨 망가와(Emmerson Mnangagwa) 님이 수상식에서 
명예의 손님이었습니다. 다른 고위 인사와 행사에 참가자는 ARIPO 각료 회의 멤버, 짐바브

웨 공인 외교관 멤버, 국제 및 지역 협력 파트너 수뇌부, 짐바브웨이 및 회원국의 고위 공무원, 
ARIPO의 행정협회 맴버 그리고 지적 재산권 실무자가 참가하였습니다. 새로운 본사 건물은 급
격히 늘어가는 직원을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 회의실 그리고 현대적 회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본부 출범식과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ARIPO의 몇몇 협력 파트

너가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제 지적 재산권기구 (WIPO), 국제 복제 연맹기구 (IFRRO), 
일본 특허청 (JPO), 중국 국가 지적 재산권 국 (SIPO), 그룹 국가 간 상호 합의기구 (GNIS) 유
럽 특허 사무국 (EPO), 유럽 연합 지적 재산권 사무국 (EUIPO), 아프리카 대학, 아프리카 지적 
재산권기구 (OAPI) 및 멕시코 공업 소유권 연구소 (IMPI-Mexico)가 포함되었습니다.

행정 의회 세션에서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산업 디자인의 출원 및 기소를 규제하는 하라레 
의정서에서의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ARIPO 행정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다음의 새로운 규정이 포함됩니다.

 특허 가능성에서 제외된 발명품

 실질 심사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관련한 권리의 회복

 등록 후 수정

2006년 비용에 대한 마지막 인상 이후, 행정 위원은 특허 출원료를 5-15% 인상제안을 채택하

고 이는 201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추가하여 몇가지 새로운 비용에 대한 카
테고리가 소개되었습니다. 

나타비 파스와나(Nthabi Phaswana), 새로운 ARIPO 본부 외부 40주년 행정 의회 미팅의 멤버

아프리카 최근소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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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감소

+ 의정서 개선

출원 감소 
APIPO 보고서는 2014년 출원 피크에 비교하여 2년 연속 특허와 상표 모두 출원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페르난도 도스 산토스(Fernando dos San-
tos)는 행정 의회 미팅에서의 언급에서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출원의 증가에 대비되는 바입니다. 도스 산토스는 전세계에 3백만개

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겨우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쥴, 바라레 및 스와콤문드 의정서 개선 
아담스&아담스는 2016년 5월 하라레에서 개최된 반쥴, 하라레 및 스와콤문드 의정서 개선을 
위한 5차 워킹그룹 세션에 참가했습니다. 워킹 그룹은 ARIPO 회원국의 대표들과 반쥴, 하라레 
및 스와콤문드 의정서 Banjul, Harare 및 Swakopmund Protocols (이하 “의정서”)의 사용자

가 참가하였습니다. ARIPO 사무국은 변화하는 시장환경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의정서의 유지 
및 수정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문제; ARIPO 특허, 디자인, 상표의 갱신; 회원국에 의한 
의정서의 적용 및 국내화; ARIPO 특허 출원 소송에 대한 비용 인상 제안; ARIPO와 사용자 간
의 상호작용과 사무국의 효율성 논쟁을 위한 ICT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논의를 개최합니다.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특허와 산업 디자인에 대한 하라레 의정서에 대한 개정안과 가장 
관련된 것은 ARIPO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 요청이 이제 의무라는 것입니다. 권리의 회복 
또는 권리의 재정립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RIPO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과 효
율성 향상을 위해 당분간 분명히 필요한 새로운 요금 그리고 신청 및 갱신 요금의 인상은 출원

인에게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 가능한 발명, 바이오 테크 발명에 대한 제한 및 다
수 종속 청구항에 대한 분명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크게 환영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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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PI ARIPO와OAPI는 협력 협약에 싸인

2017년 2월 9일 ARIPO와OAPI는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ARIPO 사무국에서 4년간의 협력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새로운 협약은 조직 간의 이전 두 개의 협약을 대체합니다.

이번 협정은 조직의 각 시스템의 조화를 포괄하는 지적 재산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 협력적 틀
을 수립합니다. 서류 및 기술적 정보의 교환; 능력 배양 프로그램과 훈련 개발에서의 상호 협
력이 해당됩니다. 조직은 대륙 및 국제적 수준의 각 회원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IP이슈

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책임자인  파울린  에도우  에도우  박사(Paul in Edou Edou)와  페르난도  도스  산토스

(Fernando dos Santos)가 OAPI와 ARIPO를 각각 대신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OAPI 본부 방문

시몬 브라운(Simon Brown)(파트너)와 멘지 마보이(Menzi Maboyi)(아프리카 실무 관리자)
는 2016년 11월 카레룬 야온데를 방문하여 OAPI 공무원을 만나고 지역 등록에 대한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제 글로벌 상에서 주는 그 해의 카메룬 지적 재산권 로펌 (Cameroon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 by Corporate International Global Awards) 
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팀을 축하하고 실사 원칙에 따라 파일을 리뷰하기 위해 아담스&아담

스 협력 사무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6년 9월 54주년을 맞아 OAPI는 지리적 표시의 구현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PAMPIG)의 
프레임 워크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특허 출원 
ARIPO의 경험한 추세대로 OAPI 또한 2014 년 피크때의 579 건의 특허 출원 건수가 12 %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허 등록

+ OAPI 본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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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중재 센터 설립 제안

OAPI는 조정 및 중재 센터 설립 계획을 채택하고 조정 및 중재에 대한 규정 초안 승인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분쟁을 해결 하가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선 조정 및 중재

를 진행하는 OAPI의 임무를 분명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이 지적 재산권 원칙 및 
규칙을 적절히 해석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OAPI법원 설립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OAPI의 새로운 책임자

2016년 12월 OAPI 행정 의회 미팅에서 코트 디부아르의 데니스 로우코우 보하우소우 (Denis Loukou Bohoussou) 
씨는 5월 1일부터 5년간 책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로우코우 보하우소우씨의 전임자인 파울린 에도우(Paulin Edou)씨의 임기는 2017년 7월 31일에 마치게 됩니다. 에
도우 에도우(Edou Edou) 박사의 지도 아래 OAPI는 모던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타이틀 등록에서의 행정적인 
절차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국제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OAPI 항소 위원회의 판사 선임 
최근 OAPI 항소 위원회에 3명의 판사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판사는 2년 동안 임명되고 필요할 경우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세 명의 판사는 OAPI 회원국인 세네갈,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항소 위원회 또는 고등 항소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자 명부에서 선출된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됩니다. 3명이 대체 
멤버가 세션 중에 불가피하게 부재하는 영구 멤버를 대처하기 위해 선출됩니다. 이것은 2002년 OAPI 항소 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5번째 판사입니다.

OAPI

+ 중재 조정 센터

+ OAPI 신임 책임자

+ OAPI 상고 위원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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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WIPO의 알제리에 아프리카 지역 사
무국 개설 
2016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투표 결과 알제리가 WIPO 아프리

카 지역 사무소 중 하나를 개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WIPO 외부 사무소를,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를 위해 외부 사무소를 개최할 것입니다. 사무소의 
설립 절차는 2년 이내에 완료 될 것 입니다. 알제리와 아부자 부서

는 WIPO 활동 및 결의에 대한 아프리카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앙골라   

특허 출원 도전들

책임자(DG)에 의한 특허 출원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
치가 취해지는 있다는 확신에 직면 함에도 어떠한 명백한 진전도 
이루어 지지 않아왔습니다. 특허 출원이 저널에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수 년간 앙골라에서 어떠한 특허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앙골라 지적 재산권 
연구소(IAPI)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구적인 
IAPI 책임자의 부재로 진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6년 과정

에서 IAPI 책임자DG 아나 파올라 미구엘양(Ana Paula Miguel)은 
휴직을 연장하였습니다. 미구엘양의 복귀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다
리오 카마티씨(Dário Camati)가 책임자로 임명 되었습니다. 

위조 방지 훈련 워크샵

아담스&아담스 파트너인 챨 포치터(Charl Potgieter)는 루안다로 
여행을 가서 2016년 4월 앙골라 관세청의 멤버와 함께 위조품 방지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츠나와   

CIPA 등록소의 보츠나와의 청소년 혁
신 하이라이트 방문

아담스&아담스 파트너인 유진 허니(Eugene Honey)는 2016년 6
월 보츠나와로 가서 회사 및 지적 재산권 기관(CIPA)의 등록 공무

원인 팀 모아루시(Tim Moalusi)씨와 다른 등록소 공무원을 만났습

니다. 이 방문에서 등록의 중요한 사항 및 개발 그리고 아담스&아

담스의 협력 사무소의 운영 평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츠와나에서 유진 허니는 아프리카 혁신 포럼(AIF) 그리고 일본 
특허청(JPO), WIPO가 조직한 젊은 혁신가를 위한 서브 지역 지
적 재산권에서 IP 자산 평가, 상업화 및 수익 창출과 관련된 패널 
토론에 초청되었습니다. 워크샵 프로그램에는 아프리카 혁신 상 
(Annual Africa Innovation Awards)도 포함되었습니다.

CIPA 이해 당사자 회의

2016년 11월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디에터 웰타겐(Welthagen) 
은 CIPA가 개최한 이해 당사자 회의에 참석하여 2010년 사업 재
산권(IP)법의 권한에 의한 계획된 검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
정한 특허 및 상표 관련 규정에 대한 코멘트가 CIPA에 제공되었고 
2017년 3월에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최근소식 201710

 유진 허니, CIPA 등록관, 팀 모아루시와 멘지 마보이세관 훈련, 루안다



아프리카최근소식2017

세관 훈련 그리고 수색 & 압수 작업

대륙에서의 위조품 방지 활동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담스&아

담스 위조품 방지팀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위조품 방지를 위
한 현지법 집행기관과 더욱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
은 세관에 대한 교육 및 공동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챨 포치터(Charl Potgieter)는 강제 수
색 지점을 포함한 보츠와나 경찰국 멤버와 함께 세관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잘 받아들여 졌으며 위조품 관련 변화

에 대한 집행법을 지키도록 도울 것 입니다. 훈련 이후 공동 수색과 
압수작업이 전 도시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부룬디    

상표 및 산업 디자인의 갱신을 위한 
지시

브룬디 IP 사무국은 2019년 7월 28일 이전 이전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상표 및 산업 디자인을 갱신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전에 부룬디에서의 상표 및 산업 디자인은 무제한 기간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무한 갱
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

하며 각 5년의 2번의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 및 디자인의 갱신에 대
한 부룬디의 실무에 대한 최근 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에게 문의하십시오.

카보베르데   

등록소 방문

아담스&아담스의 모잠비크 대표인 엘리오 테이서라(Elio Teixeira)는 
카보베르데의 프라이아에 여행을 가서 카보베르데 지적 재산권 연
구소의 대표인 몬테이로 로저리오(Monteiro Rogerio)씨를 만났습

니다. 우리는 문제의 백 로그를 줄이기 위해 연구소의 직원이 백로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으로 작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

고 있다고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 년에 3 개의 IP 
저널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현저한 개선입니다. 그
러나 아일랜드 공화국이 주요 국제 IP 협약, 즉 파리 협약 및 PCT 에 
가입하려는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DRC) 

등록에서의 도전에 대한 업데이트

행정적 관료적 장애물은 DRC에서 IP관련 문제의 출원 및 기소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등록증은 수령인은 무역부 장관(최근에 
교체된)이 개인적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수 년간의 반
갑지 않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등록 부처와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11

 유진 허니, CIPA 등록관, 팀 모아루시와 멘지 마보이 위조 방지 교육 워크샵         위조 방지 검색 및 압수 작업, 가봉



아프리카최근소식2017

12

지부티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

2016년 6월 경제 재정부 장관 하산 호메드 이브라힘(Hassan 
Houmed Ibrahim)씨는 WIPO와 파리 협력 조약(PCT) 에 가입에 
대한 지부티의 법률문서를 제출했다. 조약은 2016년 9월에 발효되

었지만 법은 아직 PCT 등록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지부티의 가입으로 PCT는 150개 회원국이라는 이정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부티의 PCT 가입 전 특허 보호는 조약 또는 비조약 
출원 만이 가능했습니다.

이집트    

특허 관납료 인상

2017년 2월13일 과학 연구 및 기술 학회(ASRT) 회장은 2017년 1
호 집행력을 발효하였습니다. ASRT의 선언은 이집트에서 특허 출
원 심사에 대한 관납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GP 7,000 에서 EGT 
17,530 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납료는 USD/EGP 환율 변동을 고려

하여 매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공장 
등록 규정

이집트 무역 산업부는 이집트에 특정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공장

의 등록을 감독하는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공장 
및 회사가 제품 리스트를 제출하고 수출입 총관 조직(GOEIC)에 상
표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상표 검증 도구 소개

공급 및 내부 교역부는 상표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를 제한하는 새
로운 집행 시스템을 소개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이나 문자 메
시지를 통해 소비자는 특정 제품이 정품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메시지에는 제품의 이름 및 만료 일자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이집트 시장에서 팔리고 있고 이집트 
상표 사무국에 등록 된 모든 제품에 스티커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EIPO의 새로운 책임자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스테판 홀리스(Stephen Hollis), 아프리

카 실무 관리자인 멘지 마보이는 2016년 에디스 아바바를 방문하

여 새로 임명된 에티오피아 IP 사무국(EIPO)의 총관리자 만데프

로 에쉬테(Mandefro Eshete) 박사를 만나 축하를 전했습니다. 
EIPO는 여러 면에서 2012년 12월 관할지 최초 상표법에 의한 상
표 등록 절차 변경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
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
력에는 EIPO기록의 디지털화 및 상표 심사관을 포함한 상당한 수
의 신규 직원의 임명을 포함합니다. 아담스&아담스는 맨데프로 
박사에 의해 새로운 심사관의 훈련을 돕고 EIPO의 검토에 대한 
서면 제출 준비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 이는 다른 또는  
더 앞선 IP 등록 관할지에 적용되는 같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법안에 대한 EIPO의 새로운 해석에서의 발생 가
능한 단점에 대해 다룹니다. 아담스&아담스는 향후 수 년간 EIPO
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등록소 공무원의 교육 및 개발 그리고 에디

오피아 지적 재산권법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
해 초대되었습니다.

EIPO DG에쉬테 박사와 함께한 스테판 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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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회의 규정에 의해 도입되 변경
사항

2012년 12월 상표 등록과 보호에 대한 273/2012 각료회의 규정에

서 최소 및 무효화 절차의 적용 및 상표 갱신 기간을 6년에서 7년으

로 연장하는 강제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비록 에티오피아가 아직 파리 협약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새로운 등
록에 있어 파리 협약 당사국에서의 이전에 출원의 우선권 일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니스)분류 체계가 준수 될 것 입니다. 현재 에디오피아 IP 사무

국은 분류 시스템 제 10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스&아담스 협력 사무소의 긴급 
현황

중부 및 동부 아프리카 시장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 중요성이 커지

고 대륙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아담스&아

담스는 몇 년에 걸쳐 에티오피아 협력 사무소 설립을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2017년에는아디스 아바바에 기초한 에티오피

아 사무소가 설립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지속될 것 입
니다.

감비아  

서부 아프리카를 위한 새로운 아담
스&아담스 협력 사무소

아담스&아담스의 협력 사무소 네트워크는 핵심 경제 허브로 지정

된 지역에 협력 사무소를 세우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개발

을 촉진합니다. 아담스&아담스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 리온에 대한 
커버 능력이 되는 18번째 협력 사무소를 감비아에 설립했습니다.

가나 

상표법 개정

2014년 상표(개정)법이 통과되어 가나는 상표법을 개정하고 “색
채, 숫자, 도형, 홀로그램, 소리 또는 그들의 조합, 저작권에서 충분

히 오랬 동안 보호될 수 없었던 슬로건”을 포함하는 “상표”로 의미

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소는 아직 소리나 홀로그램에 
대한 등록 출원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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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등록소 파업

2016/17년에 IP 및 기업 등록 기관의 공무원이 2번 파업에 착수했

습니다. 첫번째 파업은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였으며 
시민 및 지방 정부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파업은 2016년 8
월 20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로 주 검찰청이 참여하였습니다. 
두번의 파업 동안 등록기관에서 주요한 서비스는 가능하였지만 출
원 절차에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 상당한 지연이 있었습니다.

가나 육종자의 법 진행 사항

비록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몇몇 관할지역에서의 발전에도 불
구하고, 가나에서의 식물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2013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관련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
한 정보를 위해서는 저희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스위스-가나 지적 재산권 프로젝트
(SGIP)
2010년 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 무역(TRIPS)에 대한 세계 무역기

구(WTO)와 협정 하에 가나에서의 지적 재산권법에 반영되고 있다

는 확신을 위해 SGIP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지적 재산권 관련 법규 및 동반 규정의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5
년간의 프로그램은 2015년에 끝났으며 2016년 1월 21일 가나는 국
가 지적재산권 정책과 전략(NIPPS)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가나의 기술 및 산업 발전의 더 빠른 성장을 위해 지적 
재산권의 활용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34개의 프로젝트가 2020년까지 승인되었고 또한 이 전력은 
특허,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IP 등
록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완료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의 마드리드 의정서 세미나 
개최

총괄등록 부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 신청 운영의 보다 
나은 명확성을 위해 제공하기 위한 WIPO 공무원이 초대된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내 지적 재산권 사무국이 마드리드 
협정에 틀에 따라 새로운 출원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특정 아프

리카 국가에서 마드리드 협정 사용을 피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조 방지 훈련 워크숍

2016년 8월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챨 포치터(Charl Potgieter)는 
인터폴, 가나 경찰청 및 가나 세관국 맴버와 위조 방비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아크라로 갔습니다.

케냐   

새로운 품종 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2016년 5월 새로운 품종 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 케냐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케냐는 1999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새로운 품종 
식물 보호 국제 협회(UPOV)에 가입하였고 2016년 종자 및 식물 품
종법을 통해 UPOV 협약에 의한 1961 법을 이어서 국내화 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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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훈련, 아크라 다렌 올리비에, 슬리반스 상게(중앙) 그리고 멘지 마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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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한 수정안 초안 제시

케냐 저작권 위원회(KECOBO) 는 집단 관리 조직(CMOs)에 대한 
저작권의 개정을 목적으로 2개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케냐 외부에서의 저작권 할당 확인 절차의 변경을 하기 위함 입니

다. 제안된 절차에서는 KECOBO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검증

을 위한 성공적 출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확
인된 할당은 수수료 지불 시 저작권 등록소에 입력됩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케냐 협력 사무소 및 등록소 방문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대런 올리비에와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인 
멘지 마보이는 2016년 9월 케냐를 포함한 동 아프리카를 방문하

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나이로비에 있는 아담스&아담스 협
력 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 중인 파일 리뷰 및 역량을 평가하고 사
무실 운영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사무소에서 새
로운 케냐 지적 재산권 기관(KIPI)의 총책임자(MD) 슬리반스 상게

(Slyvance Sange)씨와 만나서 사무소 투어를 가졌습니다 – 이를 
통해 등록소 직원을 만날 수 있는 귀하 경함을 가졌습니다. 등록소

는 향후 수 년 내의 모든 작업을 디지털화 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준
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관 교육 및 상품 검색 및 압수작업

2016년 9월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챨 포치터(Charl Potgieter)는 
몸바사와 나이로비에 있는 케냐 세관 회원들과 위조 방치 및 제품 
확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시장에서의 수행이 시행되

었고 위조품으로 판명된 제품의 압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문제 | 상표 이의신청 | GULF V 
GULFTEX 판결 
 

최근 보조 등록관에 의해 클래스 4에서의 걸프 국제 윤활유 회사 
의 상표 걸프텍(Gulftex)에 대한 이의 신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은 케냐에서의 클래스 4에 있는 GULF(단어 및 로고)의 이
전 등록 및 해당 상표가 저명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관은 상표의 지배적 요소가 “GULF” 단어이고 신청인은 “TEX” 라
는 접미사를 추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서로간 상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록관는 접두어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유사한 또는 동일한 요소가 접미사일 경우와는 달리 
혼동 또는 기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
록관는 상표가 잘 알려진 상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상표의 요구사

항을 또한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 30A 섹션의 위헌 선언

Mercy Munee Kingoo & Lydia Nyiva Kingai v Safaricom 
Limited & Attorney General [2016] eKLR 케이스에 대한 고등법

원의 판결에서 법원은 2001년(법) 저작권법 30A의 합헌성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청원인은 각자의 집단 경영기구(CMOs)를 통해 제
작자와 공연자를 위한 사운드 녹음 및 시청각 작품 사용에 대한 공
정한 권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논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프
리미엄 요금 서비스 공급자와 이미 계약을 하고 로열티 지불 방법

에 동의한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정통한 판사는 법안 30A가 청원자의 협회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의 참여없이 제정되었기에 예술가의 로열티 지불 방
법에 대한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에서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15

위조품 신발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실행된 수색 및 압수 작업. 몸바사  세관 훈련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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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지식과 문화 표현 활동 
2016년 8월 31일 우후루 켄야타(Uhuru Kenyatta) 대통령은 전통 
지식 및 전통 문화 표현 활동의 보호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케냐의 전통 지식과 전통 문화 표현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기록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전통 지식 또는 전통 문화 표현의 무단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단순한 
선언 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호를 
위한 시간적 제한 또한 없습니다.

최근 소식 | 광고 표준 검사위원회 케
냐의 드라이스트 기저귀 청구(DRIEST 
DIAPER CLAIM)
최근 케냐의 광고 논쟁에서 광고 표준 위원회(ASC)는 비교 광고와 
관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분쟁 당사자는 킴벌리-클라크(KCSSA) 
동아프리카(“이의 신청자”)와 프록터 & 갬블 국제 운영(“피신청

인”)이었습니다. 두 당사자는 일회용 아기 기저귀를 제조합니다. 이
의 신청자는 하기스(HUGGIES) 상표의 소유자이고 피신청인은 팸
퍼스 (PAMPERS) 상표의 소유자입니다. 두 상표는 모두 아기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잘 알려져 있으며 사용되었고 – 두 업체는 해당 산
업에서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신청인의 팸퍼스 베이비-드라이(PAMPERS BABY-
DRY)  인스토어  마케팅  그리고  특히  팸퍼스  베이비-드라이 
(PAMPERS BABY–DRY) 기저귀가  “케냐  드라이스트  기저귀 
(Kenya’s DRIEST diaper)”라는 주장에 관해 ASC에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팸퍼스의 기저귀의 품질과 건조함을 언급하기 보다는 상
기 주장이 팸퍼스 기저귀의 품질과 건조함을 케냐의 동급 기저귀 
비교하는 우위 주장이며 케냐의 다른 어떠한 기저귀도 팸퍼스 보다 
더 건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더 나아가 의미를 충족

하기 위한 어떠한 부인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오해를 일으킨다고 주
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유리함을 발견하고 비방이 아니고 광고 주
장이 입증될 수 있고 오도되지 않는다면 비교 광고가 허용됨을 확
인 했습니다. 

최근 문제 | 그 차이는 세부에 있다
(없다)
마운트 케냐 산드리어스 대 맥밀란 케냐(출판업자)(Mount Kenya 
Sundries v MacMillan Kenya)의 최근 신청한 이슈는 저작권을 주
장한 신청인의 지도가 피신청신의 지도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침해

했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케냐의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다루는 경
쟁 관계의 지도 들은 둘다 1990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
기 전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판매를 위해 이전 지도 에디션을 
제공받아 왔지만, 피신청인의 요청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지도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신청인의 논쟁 중 하나는 지도가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명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

청인은 지도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보의 표시는 반
드시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전문가의 증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 법원에서는 지도의 세부사항이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전 날짜로부터 피신청인의 지도에 대한 지식이 있
는 신청인이 지도의 상당한 부분을 카피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것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광고 또는 제기된 불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제기된 클레임을 보여주는 일러
스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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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 | 상표 쉐기컷(SHAGGY 
CUT)에 대한 이의신청에서의 부당한 
증거

이의 신청자인 스타일 인더스트리 회사의 솔피아 그룹의 이름으로 
클래스 26류의 쉐기 컷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스타일 인더스

트리 회사는 특히 헤어 연장에 관련한 쉐기(SHAGGY) 상표의 사용 
및 앞선 명성의 증거에 의존하려 했습니다. 이의신청의 근거는 당
사자의 상표가 서로 매우 유사하여 동일한 성질의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문자는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의 신청인은 헤어 연장의 판매 증거를 제시했지만 레이블에는 
“SHAGGY”와 다른 “SHAGGY”라는 단어가 표시되었습니다. 또
한 인보이스의 진위도 의문시 되었습니다. 증거의 결함은 상표 
SHAGGY CUT 의 적절하고 진정한 사용을 구성하는 출원인에 의해 
제시된 증거를 보았을 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의 신청인의 증
거의 문제 외에도 등록관은 SHAGGY 상표 그 자체로 상품의 묘사 
또는 캐릭터로 참조한 반면 이의 신청자는 상표 보호 권리를 뺏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고 출원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기각 
되었습니다. 

레소토      

등록소 방문에서 언급된 문제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놀와지 지카바(Nolwazi Gcaba) 그리고 
아프리카 실무 책임자인 멘지 마보이는 아담스&아담스 협력 사무

소의 맴버를 만나고 등록소를 방문하기 위해 레소토를 방문하였습

니다. 등록소 방문의 일환으로 운영 문제 및 오랜 중요한 문제에 대
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팀은 WIPO에서 시작된 IPAS 시스템의 이용

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등록소에서는 
제기된 운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지적재산권 법에 도입된 
상표법 변경

2014년 새로운 라이베리아 산업 재산권법은 2016년 6월 14일 라
이베리아 하원에 의해 승인되어 현재 시행 중 입니다. 새로운 법은 
1997년 라이베리아의 저작권법과 2003년 라이베리아의 산업 재산

권 법(“2003년 법”)을 모두 폐지하고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
업 디자인, 특허 및 실용신안 및 직접 회로 레이아웃 설계에 대한 보
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직 초안 작성 중이지만 등록소는 명확하지 않은 새 
법의 특정 세션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담스&아담스 협력 사무소

아담스&아담스는 최근 아프리카의 지적 재산권 발전 및 고객에 대
한 더 나은 서비스 및 가격을 위한 장기 전략에 따라 감비아 허브에 
운영할 리베리아의 협력 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중
기적으로 리베리아의 경제 성장은 광업 회복, 인프라, 특히 에너지 
및 도로 개선,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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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리비아    

상업 등록소 업데이트 
트리폴리스에 위치한 리비아 상업 등록소는 리비아 기업 및 모든 
관련 공식 절차의 등록 및 관리를 감독하고 모든 공식 회사 문서를 
보관합니다. 2015년 12월 리비아 정치 협정의 체결에 따라 설립된 
국가 협약 리비아 정부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리비아의 정
당한 정부로 만장 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에서 계속

되는 내전과 입법적 불명확함으로 인해 상업 등록소의 사실상 통제

에 관한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여러 파벌이 상업 등록소에 
대한 통제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상업 등록소에서 관리하는 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으

며 상업 등록소에 의해 발행된 공식 문서의 적법성에 대한 우려 또
한 존재합니다. 상충되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동일한 회사를 컨트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각 다른 파벌에 의한 공식인 커뮤니케이션도 
일반적입니다. 특히 정부 소유 회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궁극적인 
통제권이 분쟁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리비아 회사 또는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와 관련하여 리비아 상업 등록소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비아 지적 재산권 사무국 | 최신 정보

리비아는 1976년 이래로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회
원국이었습니다.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니스) 분류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상표법은 클래스 29 돼지 고기뿐만 아니

라 클래스 32류 및 33류의 알코올 음료에 대한 상표 보호 조항을 만
들지 않습니다. 클래스 28류 크리스마스 트리 및 관련 제품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상표는 니스 분류 제 8판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상표 사무국은 2014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비아 정부

는 불안 사태 동안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 
출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IP 사무국은 새로운 출원 접수

를 받고 있으며 완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의 새로운 지적 재산권
의 출발

2016년까지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수정된 IP 혁신 정책과 국가 전략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포커스는 법
적인 틀 및 IP 관리를 포함한 마다가스카르 IP 시스템의 근대화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IP를 통한 혁신 프로모션, 특허 
검색 역량의 강화, IP의 산업 창출 수행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도움이 되도

록 기술 및 혁신 지원센터가 상표 및 특허 사무국(OMAPI)에 설치 
되었습니다. 

말라위     

상업법 | 말라위에서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법적 어려움

지난 10년간 농촌의 말리위인들은 상업 목적의 대규모 토지 인수

를 목격해 왔으며 토지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소유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말라위의 토지 자원 통제에 대한 약
한 법률에 의해 악화 되었습니다. 토지 관리에 대한 기존 법률적 제
도 틀에서는 다른 나라의 토지관련 갈등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 
인구에 대한 동의 없는 토지 거래는 헛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
지법(Cap 57.01)의 관점에서 말라위의 모든 토지는 “공적”,”사적” 
또는 “관습적” 토지로 분류가 되며 2002년 토지 정책은 말라위 정
부의 등록 증서를 소유권 등록 제도로 이전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 했지만 제도적인 지원 및 자금의 부
족은 말라위 각 토지 소유권 현황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말라위 토지 중 65%에서 75%가 관습법 토지 (말라위 국민의 신뢰

를 받는 대통령 그리고 다양한 전통 관습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토
지)입니다. 토지의 습득, 특히 외국인에 의한 토지의 습득이 가까운 
미래에 덜 번잡하고 합법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

니다. 그러나 말라위는 지난 수년간 농촌 인구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저밀도 지역으로 이주 시키기 위한 공동체 기반 농촌 개
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식민지 시대에 대규모 농장을 획득한 상업

적 농민이 그들의 토지를 자유로운 범주에서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토지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모든 효과

는 지속해서 준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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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파다다이스에 있는 등록소 방문

2016년 8월 아담스&아담스는 대륙의 등록소와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린디 세류리에(Lindie Serrurier)
는 모리셔스 산업 재산권 사무소(MIPO)를 방문하여 MIPO의 관리

자 권한대행인 란지브 베르가놋(Ranjive Beergaunot)씨를 만나 
제안된 산업 재산권 법안에 비추어 모리셔스에서의 지적 재산권을 
발전을 위한 가능한 계획과 등록소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새로운 산업 재산권 법안

모리셔스 사업 재산권 초안 법안은 지적 재산권의 모든 측면을 단
일 법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며 대중에게 의견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초안 법안은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출원 보호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

였으면 실용 신안 및 식물 육종가의 권리 보호 에 대한 조항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관점에서는 해당 법안은 특허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항, 발
명가의 보수에 대한 규정, 이의신청 규정과 강제 라이선스를 다루

는 규정에 대한 개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여전

히 특허 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회원국은 아
니지만 법안은 PCT 출원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상표의 관점에서 상표 정의에 대한 확장, 상표 거절 근거의 확대 및 
침해 상표를 다루는 조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제안되었습니다.

IP 사무국의 책임자의 직함이 “감독자”에서 “관리자”로 변경되

고 효과적인 국가 지적 재산권 정책 및 집행을 위한 민간 및 공
공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 기구 역할을 하는 지적 재산권 위원회 
(Intellectual Property Council)의 설립과 같은 것들이 등록소에

서 운영상의 변화 또한 제안 되었습니다. 관찰 기간은 2017년 1월
에 끝났으면 아담스&아담스는 모리셔스의 현지 파트너를 통해 성
공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조방지 훈련 워크샵

2016년 6월 아담스&아담스의 파트너 챨 포치터(Charl Potgieter)
는 모리셔스 관세청 및 불법 복제 방지조직의 맴버와 위조 방지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해 포트 루이스를 방문했습니다.

모로코    

모로코 관납료 인상

2016년 3월 상표 신청 및 상표 갱신에 대한 공식 수수료가 20% 인
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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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입법안 개발 | 새로운 산업 재산권 법규

새로운 모잠비크 산업 재산권 법규(Mozambique Industrial 
Property Code)는 2016년 3월 31일에 발효되어 2006년 no.4 법
령을 대체하였습니다. 해당 법규는 지난 10년 동안 동부 해안 관할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 재산권 법률 발전으로써 산업 재산 권
리에 대한 보호에 적용가능한 특정한 규칙을 세우고 이러한 권리를 
부여 받음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합니다.

절차 및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많은 변경 사항에 대해 새로운 법
규의 대부분의 섹션에서 다시 바꾸어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재산권 에 부여하는 이의신청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는 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하는 일부 변경이 수반되었습니

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에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지만 모든 지적 재산권 관련한 미결 서류(위임장과 같은)
의 제출 기한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중요한 발전은 새로운 법규가 ARIPO 상표 등록을 인정해 주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모잠비크가 반줄 의정서에 가입

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지정 (구 지
적재산권 법규에서 이미 인정되는)에서 이제 보다 포괄적인 법률적 
틀을 가지며 새로운 법규는 산업 재산권이 보장 및 안전을 규정합

니다.

특허 협력 조약(PCT) 세미나 시리즈

2016년 4월 모잠비크 지적 재산권 기관(IPI)는 마푸토의 WIPO 및 
ARIPO와 공동으로 특허 협력 조약(PCT)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

습니다. 이 행사는 모잠비크의 아담스&아담스가 후원하였으며 현
지 지적 재산 대리인, 발명가 및 여러 정부 기관의 대표를 포함하여 
80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모잠비크 등록관인 호세 메크(José 
Meque)씨가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비슷한 세미나가 모잠비크

에서 두 번째 큰 도시 베이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잠비크의 새로운 광고 법규

새로운 광고 법규인 법령 No. 38/2016이 2016년 11월에 시행되어 
법령 No.65/2004를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법규는 이전 법령보다 
더 넓고 광범위 하며 이전 30개의 조항과 비교하여 65 조항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규는 가치, 원칙 및 제도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

니다. 또한 광고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경쟁 원
칙을 존중하고 국가 경제 발전, 교육 및 문화 목표와 양립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는 광고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들이 윤리적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는 정확하고 객관적이

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사업계가 저작권을 
존중할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자 광고 플랫폼에서의 광
범위한 사용은 새로운 법규 하에서도 보호되는 디지털 및 전자 광
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나미비아    

나미비아의 대통령의 BIPA 법안에 대
한 싸인

2016년 비즈니스 및 지적 재산권 법 no.198(BIPA Act)은 나미비아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8월에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BIPA 법
은 나미비아에서 지적 재산권 및 회사 등록에 대한 관리 및 보다 나
은 서비스를 포함한 비즈니스 및 지적 재산권 법의 등록, 규정 및 관
리를 위한 핵심부분의 확립을 제공합니다. 

BIPA가 도입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웹싸이트를 통한 기업 폐쇄 
및 회사 등록을 온라인으로 등록을 소개하였습니다. 전자 특허 출
원이 곧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실무자들은 환영하지만 법
률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래 기다려온 2012 산업 재산권 법 1과 함께 2017년 1분기에 시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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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 재산권 법령에 대한 논평

오래  기다려왔던  2 0 1 2년  당시  대통령  히피케푼예  포함바

(Hifikepunye Pohamba)에 의해 서명된 나미비아 산업 재산권 법
에 대한 초안 규정은 2017년 2월 27일 마감 시간으로 공개 논평을 
위해 공개되었습니다. 초안 규정은 예비 조항을 별도로 다루는 특
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초안의 내용과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아담스&아담스는 규정을 검토하고 검토를 위해 의견을 제출하였습

니다. 이 법은 처음엔 비즈니스 및 지적 재산권 법과 함께 올 3월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규정의 상태에 비추어 향후 몇 개월 
이내에 공포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관 훈련 및 수색 및 압류 작업

2016년  9월  아담스&아담스의  파트너인  챨  포치터 (Char l 
Potgieter)는 인터폴, 나미비아 경찰국 그리고 관세청 멤버와 함께 
위조 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나미비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시
장에서의 작전은 대량의 위조품이 압류된 카반고와 룬두에서 이후 
진행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산업 재산권 위원회 법안의 의회에서
의 두 번째 리딩 통과

2017년 1월 19일 상업 재산권 위원회 법안(IPCOM 법안)이 나이지

리아 국회 하원에서 두 번째 리딩을 통과했습니다. 새 법안은 현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나타내고 상표, 특허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한 단일 기관을 설립하여 나이지리아의 모든 현행 지적 재산권 
법률 및 나이지리아 기관들이 조화를 이룰 것 입니다. 다른 새로운 
발전 중에는 나이지리아에서의 동물 육종가 및 식물 품종의 권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승인의 다음 단계는 법안을 하원 상공 회의소로 가져가는 것입니

다. 심사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해 관계자의 법안의 다양한 법률 규정을 고려하고 토론 할 수 있습

니다. IPCOM 법안에서 상당한 진전이 되었지만 실무자들은 여전

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정책 결정’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법률 통과

2016년 나이지리아는 사이버 범죄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나이지리

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및 다른 인터넷 
범죄의 급증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법은 특히 사이

버스쿼팅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런 이유로 악의적 의도를 가
지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 또는 등록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
깁니다. 도메인 이름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얻고자 
하거나 타인 소유 상표에 대한 선의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
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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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등록 통계 
상표,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사무소는 나이지리아에서 두가지 출원 
등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산업 재산권 자동화 시스템(IPAS)및 e-
파일링입니다. 아담스&아담스는 2016년 상표의 60% 그리고 특허

의 55%가 IPAS 스시템을 사용하여 제출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의회에서의 지적 재산권 법령

최근 저작권법에서의 개정 초안이 나이지리아 국회에 제출되었습

니다. 저작권법은 첫번째 리딩을 통과하였고 현재 두 번째 리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입법 연도가 끝나기 전에 법으

로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과 의약품 안정청(NAFDAC)에서
의 국제 표준 정비

식품과 의약품 안정청(NAFDAC)은 2016년 가이드 라인 지침을 발
효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기관의 기준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세계 보건 기구(WHO)와 공동으

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 라인의 목적은 이해 관계자의 준
수를 돕고 규정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한 실
무, 효율 및 양질의 통제 수단의 채택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WIPO의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지역 
사무국 개설 
2016년 8월 나이지리아는 WIPO에 의해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중 
하나를 유치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사무소 설립 절차는 시작되어 
2년 이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이지리아 표준 기구(SON) 
책임자

2016년10월, 아보로마 오시타(Aboloma Osita) 변호사는 나이지

리아 표준기구(SON)의 새로운 책임자(DG)로 임명되었습니다. 전 
총책임자 파울 앙야(Paul Angya)씨의 관리 아래 해당 조직은 시장

에서의 표준 이하 제품을 방지하기 위한 두배의 노력을 했고 프로

그램의 시행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르완다    

르완다 및 마드리드 시스템

르완다는 2013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법안은 르완다가 가입한 국제 지적 재산권 조약의 효과를 인정함에

도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국제 지정 승인에 대한 거절, 공
개, 진행,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적 재산권 사무국에 알
리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마드리드 등록에 영향을 주고 명시적

으로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2009 지적 재산권 법의 개정에 
의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적으로 국내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

한 것이 업데이트 될 때 까지 상표 소유자는 국내 등록을 통해 법정 
권리를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적 재산권법의 변경
2016년 르완다의 지적 재산권법에 몇가지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률 no.31/2009는 효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2016의 no.005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과 다양한 장관 명령은 2016년 4월부터 발효하는 
현행 법의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한 변경 사항은 식물 육종

인의 권리에 대한 승인 및 보호 그리고 상표 출원 및 지리적 표시의 
이의신청에 관련된 기간의 변경이 수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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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명령 no. 25는 상표 출원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 신청 기
간을 30일에서 60일로 공식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르완다 
등기소는 이미 2014년 10월부터 60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의 시행

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어떠한 이의 신청 기간 변경에 대한 진행

이 등록소의 직접적 실무에서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개정

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적용가능한 경우 그러한 연장 기간 또
는 이의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등록소에서의 요구되는 명료화에 의해 제
기 되어 왔습니다. 명령은 또한 다음사항을 규정합니다. 명령은 이
의 신청을 접수한 후 상표 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출
원자가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서면을 통한 답변을 관
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령 전에는 어떠한 구
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협력 사무소 및 등록소 방문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대런 올리비에와 아프리가 실무 관리자인 
멘지 마보이는 2016년 9월 르완다를 포함한 동 아프리카 여행을 했
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키갈리에 있는 지역 파트너를 방문하고 진
행 중인 역량을 평가하고 파일을 검토(필요한 곳일 경우) 및 운영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함 입니다. 아담스&아담스 팀은 또한 르완

다 산업 지적 재산권 사무국 사무실에 방문하여 르완다 개발 위원

회(RDB)사무소의 블라이스 루히마(Blaise Ruhima) 책임자를 만나 
등록소 투어를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2009년 법에 
대한 규정

등록 사무소 총책임자는 2009년 지적 재산권 보호법 시행을 촉진

하기 위한 규정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장관의 승인 하에 규
정은 르완다 관보에 공표 될 것입니다. 아담스&아담스는 이러한 발
전을 명확하게 따르고 있으며 규정이 실행되면 이에 대한 업데이트

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커뮤니티(EAC) 사법부 
맴버를 위한 세미나 
르완다 키갈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을 높이기 위한 3일 간의 서브 지역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무역

부는 WIPO와 협력하여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케냐, 우
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등과 같은 여러 EAC 회원국의 사
법부 맴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목표는 EAC 회원국 내에서의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균형 잡힌 조치들이 해당 나라에서의 지적 재산권 권리

의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인정되기 위해 조치를 취해지는 것입니

다. 르완다는 또한 WIPO의 지원으로 국가 지적 재산권 전략 에 대
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국가 지적 재산권 정책의 첫 번째 초안은 
2017년 6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SÃO TOMÉ(소 토메) &  
프린시페 

새로운 지적 재산권 법규

법령 -법 23/2016에 의해 승인된 새로운 산업 재산권 법규는 소 토
메& 프린시페(São Tomé & Príncipe)에서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

합니다. 새로운 산업 재산권 법규는 그 중에서도 특허, 발명, 실용신

안, 상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지정에 대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소 토메&프린시페(São Tomé & Príncipe)의 2016년 2월부터 발효 
중인 반줄 의정서에 가입에 이어 새로운 법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과 반줄 의정서에 의한 지역(ARIPO) 출원을 인정하

고 준비합니다. 

등록소 방문

아담스&아담스의 모잠비크 대표인 엘리오 테이서라는 2016년 11
월 소 토메로 여행을 가서 지적 재산권 사무국(SENAPI)대표 아데리

토 본핌(Adérito Bonfim)씨와 지역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등록

소에서의 효율을 향상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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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PI 대표 아데리토 본핌과 엘리오 테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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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틸리아          

중요한 원산지 식물에 대한 보호

세이셀에서만 발견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너트인 코코 데 메르

(Coco de Mer)를 보호하기 위하 노력으로 환경부는 정당한 허가

로 시장에 출시된 너트로 식별하기 위한 홀로그램 태그를 소개하였

습니다. 코코 데 메르의 태그에 대한 어떠한 변경하거나 제거는 불
법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희귀한 너트의 성장과 재번식을 위협하

는 불법 무역과 불법 채취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 관리, 생산되는 코
코 데 메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남아프리카          

새로운 지적 재산권 컨설팅 틀에 대한 
해부학적 논의

2016년 7월 6일 지적 재산권 협의 프레임 워크가 내각에 의해 승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2013년 논평을 위해 발간된 국가 지적 
재산권(IP) 정책에 따라 승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틀은 남아프리카

를 위한 포괄적인 지적 재산권 정책을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

세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전의 지적 재산권 정책의 초안이 공
공 의견에 대한 인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따라서 정부와 시민 사
회 간의 조정된 접근 방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는 지적 재산권 정책이 남아공 헌법의 정신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창작자와 지적 재산권 사용자 간의 뛰어

난 균형을 유지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촉진한다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중 보건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 문제(의약

품, 백신 및 진단을 포함하는)와 같은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중요

한 이슈가 다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적 재산권 정책 수립을 
위한 몇 개의 자문 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각료 위원회(IMC)가 
설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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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관 선임

남아공의 특허 검색 및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에 끝나는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첫 번째 그룹의 20명의 특허 
검색원 및 심사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목표는 2018년 1월부터 특허 
사무국에서 지적재산권 정책의 제정에 따라서 실체적 검색 및 심사

를 시작할 것입니다.

CIPC는 2년 마다 화학, 전기 및 기계공학, 제약 및 정보 기술과 같
은 기술 분야에서의 후보자와 함께하는 해당 모집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초기 실체 심사는 특정 기
술 분야에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광고 및 마케팅 업계를 위한 옴부즈에 
대한 제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광고 표준 기구(ASA)는 2008년 소비자 보호법

(CPA) 제 82항에 의거하여 광고 및 마케팅 업계를 위한 옴부즈 계
획을 인증하고자 국가 소비자 위원회(NCC)에 접촉하였습니다. 또
한 2016년 7월 26일 정부 관보에서 2016년 10월 20일을 의견 기한

으로 퍼블릭 의견을 위해 발간된 광고 법규 및 마케팅 업계의 실무 
강령(산업 법규)를 제안했습니다. 

산업 법규의 목적은 남아프리카의 모든 광고 및 마케팅이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적이며 정직하며 공정한 마케팅 실무를 준수하고 어
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산업 법규가 승인되

면 모든”광고 및 마케팅 업계 참가자 및 가입자”는 ASA에 등록하

고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징수 기관을 통해 ASA의 자금

을 지원할 것이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산업 법규는 소비자 권리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ASA 법규

와 비슷하게 두 산업 참여자(경쟁 업체 불만) 사이 그리고 소비자와 
업계 참가자(소비자 불만)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최근 소식 | 레몬 트위스트(LEMON 
TWIST) 대 펩시 트위스트(PEPSI TWIST)
2016년 5월 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코카콜라 회사, 아틀란틱 산업

(AI) 자회사와 펩시 코회사와 관련한 이의 신청에 대해 판결했습니

다. AI는 클라스 3류의 청량 음료와 관련하여 트위스트, 레몬 트위

스트와 다이어트 트위스트를 포함하는 트위스트 상표등록을 남아

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유하고 있고 트위스트 음료는 남아프리카에

서 상징적인 존재 입니다. 

펩시코회사는 클라스 32류의 청량 음료와 관련하여 펩시 트위스트 
및 펩시 트위스트 라벨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으며 이들은 
우선권에 따라 AI에 의해 이의 제기 되었습니다. 펩시코 회사는 자
사 상표가 AI의 상표 혼동 및 기만을 일으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

다. 더 나아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청량 음료 관련한 서술적이라는 
이유로 청량 음료와 관련해 AI가 등록한 트위스트 상표를 상표 등
록에서 삭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펩시코 회사는 이과 관련하여 
트위스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에 의존하였습니다. 해당 단어

는 “음료 향을 위해 사용된 레몬 등의 휘어진 껍질 조각” 또는 “ 진
과 브랜디 등과 같은 다른 두가지 재료 또는 두개의 다른 알코올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음료”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점을 언급하

였다. 

법원은 AI의 펩시 트위스트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천과 펩시코 회사

의 트위스트 상표 취소에 대한 반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러나 재판부는 AI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및 펩시코 회사에 의한 교
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계적으로 볼 때 AI의 트위스트 
상표 등록과 펩시코 회사의 펩시 트위스트 및 펩시 트위스트 라벨 
상표 출원은 특히 상표가 불완전한 기억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시
장에서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만 및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시
각적 청각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자는 최
소한 해당 제품이 공통된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트위스트”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펩시코 회사는 “트위스트” 단어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사용

의 이유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거나 또는 다른 특징이나 
어떤 취향을 지정하기 위한 거래에 사용되는 싸인이나 표시로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취소를 위한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펩시코 회사는 항소 대법원에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올해 말 해
당 문제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수단          

등록소 소식

남수단의 등록소는 여전히 상표 출원의 진행 및 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디포짓 타입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등록소 공무

원들이 운영을 재개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등록소가 해당 프로세

스 진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와 몇가지 약속이 있습니

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공식 발표는 없었으며 아담스&아담스는 지
속적으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긍정적 발전에 대한 업데이

트를 제공 할 것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새로운 공항 건설 후 어떠한 즉각적 
완화도 없음

남 대서양의 가운데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중 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이 작은 영국 영토는 4000명의 
주민을 가진 겨우 120 평방 킬로미터 입니다. 윈드 시어가 너무 심
해서 상업용 비행기의 착륙이 불가하다는 것 발견한 이후 새로운 2
억 5천만 파운드 신 공항 개항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을 통해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이 섬의 계획은 심각

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아프리카)에서 2000 킬로

미터 이상 거리가 되는 이 섬은 3주에 한 번 케이프 타운에서 5일 여
행으로 떠나는 로얄 메일 선박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항

에 대한 입장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 재산 등록소에 출원을 전달하

기 위해 이 해상 운송 서비스에 계속 의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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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스와질랜드          

협력 사무소와 등록소 방문

2016년 11월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네리아 힉맨(Nelia Hickman)
과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인 멘지 마보이는 아담스&아담스 협력 
사무소 및 스와질랜드 등록소를 방문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
요 목적은 등록소 공무원과 만나 등록소 운영과 중요한 문제에 대
해 논의를 하는 것 입니다. 현 등록관 스테판 마가구라(Stephen 
Magagula)씨는 2015 특허법 및 2015 상표 개정법의 현재 상태에 
대해 팀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스와질란드에 여러가지의 흥미 진
진한 지적 재산권 계획이 있으며 등록소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방
문을 하여 스와질랜드의 지적 재산권 발전을 돕기 위한 모든 계획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탄자니아           

협력 사무소 및 등록소 방문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데런 올리비에와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 멘
지 마보이는 2016년 9월 탄자니아를 여행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

은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아담스&아담스 협력 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 중인 역량을 평가하고 파일을 검토하고 운영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함 입니다. 

비즈니스 등록 및 라이선스 기관(BRELA)에 위치하고 있는 탄자니

아 지적 재산권 등록 사무국을 방문하여 보조 등록관 로이 므한도

(Loy Mhando)양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2013년 이전 방문 이후 인
상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시설 투어가 진행 되었습니다.

산업 디자인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하며 특허와 상표권의 통합을 보장

할 새로운 산업 재산권법이 탄자니아에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튀니지           

시청각 퍼포먼스에 대한 베이징 조약 
비준

튀니지는 WIPO의 시청각 퍼포먼스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한 
최신 아프리카 영토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채택한 
시청각 퍼포먼스에 대한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퍼포먼스에서의 지
적 재산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가는 시청각 형식(영화와 
같은)으로 고정된 그들의 공연에 대한 4가지 경제적 권리를 부여합

니다. 즉 재생산, 반포, 임대 그리고 마케팅 권리입니다.

우간다           

산업 재산권 규정 통과

2017년 2월 10일에 산업 재산권 규정은 2014 (“더 액트(법)”) 산업 
재산권 법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우간다 정부에 의해서 관보

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2월에 발효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행 규칙이 탁월하여 2014 법의 시행을 방해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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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소 방문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다렌 올리비에는 아프리카 실무 관리자

인 멘지 마보이와 2016년 9월 우간다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 여행

의 목적은 캄팔라의 현지 파트너를 방문하여 진행 중인 역량을 평
가하고 파일을 검토하고(필요한 경우) 그들의 운영에 대한 실사

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스&아담스 팀은 우간다 등록소 서
비스국(URSB)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소 부국장 얀 란고야(Jane 
Langoya)양 및 등록소 고위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사무소의 견학

을 통해 등록소가 IPAS 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소의 운영을 현대화 
하려는 일치된 노력이 나타났습니다. 

위조 방지 훈련 워크샵

2016년 6월 아담스&아담스 파트너 챨 포치터(Charl Potgieter)는 
캄팔라로 여행을 하여 우간다 세관당국, 국가 표준국(UNBS) 및 우
간다 경찰국의 멤버와 위조 방지 교육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잠비아           

디자인 법 통과

잠비아는 2016년 새로운 산업 디자인 법 No.22를 통과 시켰습니

다. 새로운 법에서 몇 가지 조항은 신규성 요구 사항, 유예 기간 그
리고 신규성 요구 관련 예외, 권리의 회복, 디자인 출원의 수정 및 
기간 등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른 입법 발전

다음 법안도 2016년에 통과 되었습니다.

1. 직접 회로 설계 법(No.6 2016)의 레이아웃 디자인

2.  전통 지식, 유전 자원 및 전통 문화 표현 법(No.16 2016)에 대한 
보호 

3. 특허법(No.40 2016)

인쇄하려 갈 당시에도 그 규정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어떠

한 앞서 언급된 법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각 법규의 개시 
명령서의 발행을 기다렸습니다.

상표법은 의회에 제출 전에 2017년 동안 출판될 것으로 기대되었

습니다. 이 법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서 상표의 등록 및 국제 등
록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짐바브웨          

마드리드 의정서의 국내화

2014년 12월 짐바브웨는 상표 국제 등록관련 마드리드 조약 (마드

리드 의정서)에 관련한 협약에 가입서를 제출하고 94번째 마드리

드 시스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상표법의 개정과 국내화 절차 이
후 2015년 3월 11일에 협약은 처음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표법으로의 해당 협약의 국내화를 위한 의회에서의 일반법 수정

법이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리아 힉맨, 스페판 마가구라, 등록관수색 및 압수작업 등록관 얀 란고야(왼쪽에서 세번째)와 함께한 다렌 올리버(맨 오른쪽)

27



28

새로운 섹션에서 상표 사무국에 의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짐바

브웨를 지정한 모든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써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표는 짐바브웨에 직접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얻은) 국제 등록

의 소유자가 짐바브웨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브랜드의 소
유자는 짐바브웨에서 국내 상표권 등록을 안전하게 지속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상표는 짐바브웨 지적 
재산권 사무국(ZIPO)가 모든 기록을 디지털화 (마드리드 지정 기록

에 의해 WIPO의 IPAS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하고 ZIPO가 WIPO의 
엄격한 일정에 따라 출원 심사를 수행할 때 까지 짐바브웨에서 추
측에 근거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등록 백로

그, 직원 배치 문제 및 짐바브웨 정부의 ZIPO 운영 개선을 위한 적
절한 투자의 부족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짐바브웨의 지리적 표시법 제정

짐바브웨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법에서 규정됩니다. 해당 법
이 2002년 통과되었지만 2006년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2016년 7월 8일에 공보에 발표된 지리적 표시 규정 2016이 
도입된 이후 바로잡혔습니다.

최근 소식 | 비본 투자(PVT) 회사 대 
윈-킹 투자(PVT) 회사

짐바브웨  고등법원은  생수  제조업체인  비본  투자 ( V i v o n 
I n v e s t m e n t s ) (프라이빗 )  회사와  윈 -킹  투자 ( W i n - K i n g 
Investments)(프라이빗)회사와 관련한 상표 침해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냈습니다. 비본 생수 생산 업체인 비본은 윈-킹이 생수 
브랜드 빅토리아 플러스(VICTORIA PLUS)를 생산하고 있으며 비본

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혼란을 주는 로고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본은 로고가 상표로 등
록이 되었고 윈-킹이 비본의 로고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로고를 사용할 권리가 없기에 비본의 등록 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판사는 비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은 분명한 입장이라고 언급했습

니다. 판사는 윈-킹의 빅토리아 플러스 생수에 사용된 로고가 비본

의 생수와 같은 물로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
명히 했습니다. 윈-킹은 비본의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포함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의 중지를 명령 받았습니

다. 윈-킹은 더 나아가 불법 포장된 모든 물품을 즉각 회수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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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ORIA 프레토리아 사무국

린우드 브릿지, 4 다반트리 스트리트,  
린우드 마너, 프리토리아, 남아프리카

사서함 1014, 프리토리아 0001, 남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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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ANNESBURG 요하네스버그 사무국

2층, 34 프래드만 드라이브 
(Cnr. 5번가), 샌드톤, 남아프리카

사서함 10155, 요하네스버그 2000, 남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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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E TOWN 케이프 타운 사무국

28층, 1 티볼트 광장,  
Cnr. 롱스트리트 와 한스 스트리좀 거리,  
케이프 타운, 남 아프리카

사서함 1513, Cape Town 8000, 남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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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BAN 더반 사무국

사서함 2, 레벨 3, 리지사이트 오피스 파크,  
21 리치폰드 서클, 움란가 리지,  
더반, 남아프리카

사서함 237, 움란가 락스 4320, 남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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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사무소:
가나 

ghana@adamsadams.com

감비아 
thegambia@adamsadams.com

나미비아 
namibia@adamsadams.com

나이지리아 
nigeria@adamsadams.com

라이베리아 
liberia@adamsadams.com 

레소토 
lesotho@adamsadams.com

리비아 
libya@adamsadams.com

모잠비크 (ARIPO) 
aripo@adamsadams.com 

maputo@adamsadams.com

보츠와나 
botswana@adamsadams.com

부룬디 
burundi@adamsadams.com

스와질란드 
swaziland@adamsadams.com

시에라 리온 
sierraleone@adamsadams.com

앙골라 
angola@adamsadams.com

이집트 
egypt@adamsadams.com

카메룬 (OAPI) 
cameroon@adamsadams.com 

oapi@adamsadams.com

케냐 
kenya@adamsadams.com

탄자니아 (잔지바르 포함) 
tanzania@adamsadams.com

변호사

특허 |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 상업 | 재산권 | 소송

www.adamsadams.com

아담스&아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