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지원 사업 소개

박지원, WIPO 중재조정센터



WIPO 중재조정센터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1967년에 설립된 유엔 전문 기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 사무소 다수 보유

 193개 회원국 / 26개의 국제 조약 관장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UN 전문기구

WIPO 중재 조정 센터(이하 WIPO센터)
 지식재산(IP) 및 상사 분쟁에 특화된 ADR(대체적분쟁해결제도) 운영

 약750건의조정, 중재및전문가결정집행및약47,000건의인터넷도메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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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센터의 역할

효율적인 분쟁 사건 관리

 WIPO 규칙 및 기타 특별절차에 따른 공정한 운영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무료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사건 관리를 위한 WIPO eADR 서비스 제공

 화상회의 및 심리시설(제네바, 싱가포르 소재) 무상 제공

조정인, 중재인, 전문가 선정 지원

 2000명 이상에 달하는 WIPO 전문가풀

 한국을 비롯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 보유

 지식재산(IP) 및 정보기술(IT) 전반에 걸친 전문성 확보

국제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제공, 절차 안내

특정 분야 IP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고안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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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ADR : 조정, 중재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분쟁이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비공식적인 합의 절차이며, 조정인은 화해결정을
강제할 수 없지만 화해 합의는 계약의 효력을 가짐. 

중재는 단수 또는 복수의 중재인에게 분쟁사건을 제출하고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개별 권리 및 의무를 바탕으로 구속력있는 최종 결정(판정)을 내리는 합의절차로서, 
중재인의 최종 결정은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국제적인 집행력을 인정받는다. 중재는
비공개적이므로 법정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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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IP분쟁에서 ADR을 도입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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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국제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제품 및 시장의 빠른 변화

공동협력 관계 유지기밀 유지 필요



한국에서 WIPO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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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조정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미디어,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음악, TV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관련 분쟁 대상 조정비용 지원



한국에서 WIPO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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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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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WIPO조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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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조정 및 중재 분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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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조정 합의 성립률



지원 사업 및 WIPO ADR 제도 이용 방법

조정 제도 이용료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본 계약 및 ADR 계약 등에 WIPO 규칙 삽입

 ADR 종류(조정/중재/전문가결정)

 ADR 장소 및 절차상 언어

비계약 분쟁(저작권 침해 등)에서도 ADR 합의에 WIPO 규칙을 삽입

당사자 일방에 의한 WIPO 조정 신청 (WIPO 조정 규칙 제4조)

참고 가능한 표준 조항(한국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함께 제공)

www.wipo.int/amc/ko/claus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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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po.int/amc/ko/clauses/index.html


WIPO 표준조항_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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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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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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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조정 사례



www.wipo.int/amc/ko/mediation/pledge.html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을 위한 WIPO 조정서약

지식 재산 관련 상사 분쟁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바, 이에 따라 본 서약을 통해

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조정을 독려하고 기술혁신과 창조적 분쟁 과정에서

분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고자 본 서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wipo.int/amc/ko/mediation/pledge.html


관련 추가 정보

WIPO 모델 조항 : 
www.wipo.int/amc/ko/clauses/

WIPO 조정 규칙 : 
https://www.wipo.int/amc/ko/mediation/rules/

연락처

 일반사항 문의 및 분쟁해결 신청 관련 : arbiter.mail@wipo.int

 WIPO 중재조정센터(제네바) 박지원

 이메일 : jiwon.park@wipo.int

 전 화 : +41 223 38 8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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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