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장7
지적재산권

제 조7.1
지적재산의 보호

1. 당사국들은 이 조부속서․ Ⅹ 과 부속서Ⅲ Ⅹ 에서 규정된 국제협정에 따Ⅲ

라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 , ,
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

2. 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 ｢
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하 협정 이라 한다 의 제 조 및 제( “TRIPS ” ) 3｣
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5 .

3. 지적재산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협정 특히 그 협정의 제 조, , TRIPS , 4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제 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5 , 3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요청하는 때 그리고 당사국들의, ,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적인 수준에 의하여 야기된 무,
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무역 및 투자

를 촉진시키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지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 조7.2
지적재산의 범위

지적재산 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저“ ”
작인접권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산업디, , ,
자인 특허 식물 다양성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미공개 정보를 특히 지칭한다, , , .



제 조7.3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1. 당사국들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증․
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

2. 당사국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 , 3
국과 당사국들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조화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확인되었거나 또는 미래의 국제협약에 관․
련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와 같은, (WIPO)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국들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1 , .
가. 심사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 인력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나.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야
다.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정책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라. 지적재산 및 발명인식에 관한 교육의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