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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의 결의문] 

2022 년 3 월 9 일 

“[러시아협회 제재]” 

 

2022 년 3 월 9 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제변리사연맹(FICPI,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s)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FICPI 는 회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변리사의 글로벌 

커뮤니티이며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변리사들 간의 전문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변리사라는 직업의 지위 및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FICPI 의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각국 변리사 협회와 FICPI 의 연맹 국가 및 지역 

전담 단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한 협회 및 단체의 회원은 그 자체로 연맹의 

회원이다. 

FICPI 는 환영 받고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집합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회원이 자유직업 및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변리사연맹(FICPI)은 국가 간의 모든 형태의 침략을 전적으로 개탄하며 모든 

국가가 국적이나 주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의 침공과 민간인의 지속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에 따른 우크라이나에서의 

현 상황을 혐오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그러한 행동은 국제 회원 자격을 가진 어떤 

비정부 기구도 용인할 수 없으며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와 우크라이나의 개인 회원을 

포함한 국제 회원의 관점에서 국제변리사연맹(FICPI)이 현재 상황을 외면하거나 

전 세계 회원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현재 침략을 거부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국가로서의 

러시아와의 여하한 모든 연관에서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한다. 다만, 주소에 

관계없이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의 개인 및 그 

사무소로서의 모든 구성원은 여전히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국제변리사연맹(FICPI) 회원, 그들의 가족, 친구 및 동료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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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되기를 희망하면서, 국제변리사연맹 

(FICPI)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i)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의 단체 회원 자격은 

집행위원회의 추가 결의가 있을 때까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 

(ii) 국제변리사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의 회원은 국제변리사 

연맹 러시아협회(FICPI Russian Section)의 단체 회원 자격이 복원되거나 

집행위원회의 추가 결의가 있을 때까지 연맹의 개인 회원으로 간주한다. 

(iii)러시아 FICPI 회원 누구도 집행위원회의 추가 결의가 있을 때까지 어떤 

외부 회의에도 FICPI 를 대표하도록 초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