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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급격한 기술의 고도화에 수반된 이노베이션의 강화 경향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
다. 또한 이에 수반된 M＆A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는 특허제도의 개혁을 요구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특허법 개정을 통한 환경 변화와의 조화를 위하여 '0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
고 있다. 특히 50년 만에 자국 특허법의 전면개정을 검토하여 권리범위에서부터 심사, 권리
화 및 심판단계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특허법 개정은 또한, 미국의 특허제도 개혁법안 동향 및 세계지적소유
권기구(WIPO)에서의 PCT 개혁 논의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제도의 조화 움직
임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특허협력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특허제도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자국의 특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특허제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특허제도연구회에서는 특허권 효력의 재검토(제2회)의 주제 하에 금지청
구권, 재정실시권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허의 활용 촉진(제3회)의 주제 하에서 통상
실시 허락제도, 독점적 라이선스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신속 효율적인 분쟁해결(제4회, 제5회)이라는 주제 하에서 더블트랙(doubletrack), 특
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재심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산업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과 신속·유연하고 적절한 권리 부여(제6회)라는 주제 하에 특허법조약(PLT) 및 가출원
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발명·발명자 보호에 대한 본연의 자세(제7회)이라는
주제 하에서는 모인출원, 특허의 보호대상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가출원제도 및 특허법조약(PLT),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 의무, 특
허권의 효력에 관한 검토, 의료발명, 일본 법원의 특허권 유효성 판단에 관한 고찰, 특허활
용촉진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찰 하였으며, 이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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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strengthening of innovation from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 is already
an old news. In addition, changing environ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expansion
of M&A is broadnening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reform of patent system.
In fact, to meet the changing environment with revision of patent law, Japan plans to
review the patent system in general, which generates the expectation that the revision
of the system is impending. Facing the whole revision of patent law in 50 years, the
whole area of patent law including scope of a patent right, examination, issue of right,
and trial is pursued for revision.
This revision of patent law in Japan also comes to correspond with the chang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f the world, especially advanced countries, like reform bill
of patent system in the U.S., discussion for reforming PCT system in WIPO. Therefore,
we came to examine the amendment of Japan patent law, which will have enormous
impact on patent collaboration system in the world.
In particular, Japan has been operating society for research of patent system. Under
the subject, reassessment of patent right force(2nd meeting), right to require injunction
and compulsory license were discussed. Under the subject,

promotion of patent

utilization(3rd meeting), licenses of right and exclusive license were discussed.
In addition, under the subjects, swift and efficient settlement of dispute(4th and 5th
meeting), doubletrack and retrial of dispute regarding validity of patent were discussed.
Under the subjects, international tren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prompt, flexible,
and proper issuing of right(6th meeting), PLT(Patent Law Treaty) and provisional
application were discussed. Finally, under the subjects, true attitude for protection of
invent and inventor(7th meeting), misappropriated application and object of patent
protection were discussed.
In last chapter, the following subjects are under serious study : provisional application;
PLT(Patent Law Treaty); compulsory disclosure of prior art; review of patent right
force; medical invention; review for determining validity of patent right and promotion of
patent utilization. The scheme for application of these systems to our nation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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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최근 지적재산권제도와 관련된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
고, 기술이 고도화ㆍ복잡화ㆍ오픈 이노베이션으로의 전진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특허제도는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시작으로 124년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
다. 이후 현재의 일본특허법 체계는 1959년에 제정된 것으로 50년이 경과하였다. 반세기라는
세월 동안 국내외에 많은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법개정을 하였으나, 그 근간에 있어서는
크게 변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과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제도를 개정하고, Pro-Patent 및 Pro-Innovation을 외치는 지금 전반적인 특허법 체계
를 수정하여 이러한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1)
일본은 변화하는 지적재산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도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
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특허청은 1997년 “21 세기
의 지적 재산권을 생각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세운 바 있다.
이 간담회 이후, 2002년의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정한 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 2003년의
지재전략본부의 설치, 2005년의 지적재산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등 지재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서 노력해왔다.2)
2009년, 일본은 특허법 제정 50주년을 맞이하여 특허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허법 개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
였으며, 특허법개정에 있어서 충실한 의견반영을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변리사 등 전문
가로 구성되는 특허제도 연구회를 설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일본의 특허법 개정움직임은 각국,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법개정에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에서 특허법 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학술세미나,
2009, p. 6
2) 미국에서는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통상위원회)에 의한 제언(2003년 10월)이나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전미국 과학 아카데미)에 의한 제언(2004년 4월)을 시작으로, 특허의 질 향상, 출원 건
수의 증가 및 높은 소송비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 산업계 및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
근에는 연방대법원에 있어 획기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옴으로써 특허의 질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럽특허청 및 WIPO 등 국제기관에 있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일본특허청, イノ
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 4).
3) 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학술세미나,
200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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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 특허법 최근 개정동향

제1절 최근 일본 특허법 개정

1. 2006년 이전까지의 특허법 개정
현행 특허법의 근간이 된 1959년 이후부터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 개정법에서는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심사전치제도 도입, 보정, 분할, 변경시
기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1975년 개정에서는 물질특허제도의 채택, 다항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1985년 개정법에서는 국내우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
제출원절차 변경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1987년 개정법에서는 개선다항제의 채택,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였으며, 1993년 개정법에서는 보정범위 적정화, 심판절차의 간소
화를 규정하였다. 이후 1994년 개정에서는 클레임ㆍ발명의 상세설명 기재요건 재검토, 외국
어 서면출원제도 도입, 부여 후 이의도입, TRIPs협정에 대응한 개정, 클레임 해석의 명확화
를 규정하였다. 1998년에는 발명의 신규성 세계 공지ㆍ공용 기준 채택, 형사처벌 재검토, 선
출원지위 재검토, 무효심판청구사유의 요지변경 금지,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 교환 등을 규정
하였으며, 1999년 법개정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변경, 권리침해에 대한 구
제조치 확충을 규정하였다. 이후 2002년 법개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물건발명으로 규정하
였고, 간접침해규정의 확충도 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무효심판의 일원화를 하였다. 2004년에는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행사 제한, 비밀유지
명령, 당사자 신문 등 공개정지, 직무발명에 대한 상당한 대가 재검토 등을 개정내용으로 하
였다.4)
2006년 개정법은 크게 발명자의 보호와 모방품 대책을 강화5)하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발명의 보호를 위해서 분할출원 시기적 제한을 완화한다던지,6) 시프트보정의 금
4) 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학술세미나,
2009, p. 3
5)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의장법에 침해행위에 모방품의 수출을 추가하였다. 즉,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
장법에 양도 등을 목적으로 한 모방품의 소지행위를 침해행위에 추가하였다. 특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의 침
해죄 및 영업비밀침해죄에 대해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엔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
치를 강구하였다(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
센터 학술세미나, 2009, p. 14).
6) 출원에 복수의 발명이 포함될 경우 발명을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할 수 있는 시기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예외
적으로 심사전치에 있어서 특허사정이나, 심결로 인해 추가로 심사에 회부된 경우의 특허사정에 대해서는 적
용하지 않는다. 출원의 분할요건(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출원의 분할이 적법하다면 새로운
특허출원에 원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형식적 요건은 ① 원출원의 출원인과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출원분할시에 동일할 것, ②출원 분할이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을 것이며, 실체적
요건은 ① 원출원 분할 직전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모두를 분할출원에 관한 발명
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② 분할출원이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원출원의 출원 당초

- 2 -

지,7) 외국어 서면출원의 번역문 제출,8) 분할출원의 보정제한9)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이 되었다.

2. 2008년 특허법 개정
가. 제도 개정취지 및 경위
(1) 제도 개정의 취지
일본 경제는 저출산ㆍ고령화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원 등 성장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적재산의 창조ㆍ보호ㆍ활용의 선순환을 가속화
하고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중장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
모한 것이 급선무였다. 기업에 있어도 최근 연구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적정한 비용을 회수
하여, 수익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지적 재산 창출을 통한 이를
사업과 연결해 나가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
고, 보다 편리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실현하고, 지적재산권의 전략적인 활용과 적정한 보호를
도모한 관점에서 ，2008년 제169회 통상 국회에서 특허법(1959년 법률 제121호), 실용신안법
(1959년 법률 제123호, 의장법(1959년 법률 제125호), 상표법(1959년 법률 제127호) 및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법률(1959년 법률 제30호. 이하 특례법)에 관한 개정을 하게
에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있을 것, ③ 분할출원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원출원의 분할 직전의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일 것이다(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학술세미나, 2009, p. 16).
7) 1차심사 결과로 최초거절사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심사대상을 기술적 특징이 다른 별도의 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8) 최초 외국어로 일본에 출원했을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일본어 번역문의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에서 1년2
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9) 분할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출원 심사도 원특허출원 등의 심사통지가 완료된 거절사유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거절사유통지이더라도 최후거절사유통지 됐을 때와 같은 보정의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명세서 보정의 제한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0조의2(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동일한 취지
의 통지)에 따라 심사관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려 할 경우, 당해 거절 이
유가 다른 특허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당해 특허출원과 당해 다른 특허출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에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해 당해 특허출원과 동시에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에 대해 전 조의 규
정에 의한 통지(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심사 청구 전에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을 제외함)에 관한 거절이유와 동일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같이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7조의2(출원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따라 제5항에서는 전 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게재된 경우(동항 제1호에 게재된 경우는 거절이유통지와 더불어
제50조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①제36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청구항 삭제, ② 특허청구의 범위 축소(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그 보정 전의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보정 후의 당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산업상 이용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한 것에 한한다.), ③ 오기 정정, ④ 불명료한
기재 석명(거절이유통지와 관련된 거절이유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것에 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그리고 원출원에 통지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분할출원에는 제50조의2,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엄격한 보정제한이 가해진다(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
산&정보법센터 학술세미나, 2009,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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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0)

(2) 법개정의 경위
지적재산 비즈니스의 다양화나 국경을 넘은 기업 재편성(M&A)의 활발화 등에 수반한
산업 재산권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타인에게의 실시 허락)의 확대가 진
전되는 가운데, 기업 등이 라이선스에 근거한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환경
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에
통상실시권 등 등록제도 워킹 그룹을 설치하고, 현행의 통상실시권 등의 등록제도가 보다
많이 활용되기 위한 방책에 관하여 심의를 하고, 동 심의결과를 기초로 특허제도소위원회,
의장제도소위원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검토를 하였다. 이를 2008년 1월의 지적재산정책부회
에서 보고서를 모아 종합하였다. 또한 동 워킹그룹에서 검토된 사항에 더하여, 심판제도의
위상, 국제적인 특허심사 워크셰어링의 위상, 특허ㆍ상표 관계 요금의 위상, 결제시스템을
시작으로 한 새로운 전자화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동 각소위원회에 있어 검토를 하여, 동
부회모임에서 검토 결과를 모아 종합하였다. 동 보고서등에 입각하여 특허청이 입안한 “특
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은 2008년 2월 1일에 각의결정(閣議決定)되어, 같은 날 제169
회 통상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3월 26일에 중의원 경제 산업 위원회에 있어 제안
이유 설명, 4월 2일에 질의 및 채결을 거쳐, 4월 3일의 중의원 본회의에 있어 가결되었다.
또한 4월 8일에 참의원 경제 산업 위원회에 있어 제안 이유 설명, 4월 10일에 질의 및 채결
을 거쳐，4월 11일의 참의원 본회의에 있어 가결ㆍ성립하고, 4월 18일에 「2008년 법률제16
호」로서 공포되었다.11)
이하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최근 법개정 내용인 통상실시권 등 등록제도, 불복심판청구기
간에 대한 재검토,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대상국 확대, 특허 및 상표관련 요금 인하 및
요금납부와 관련된 은행구좌 이체제도에 대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나. 통상실시권 등 등록제도 재검토(특허 및 실용신안법)12)
(1) 개정의 필요성
(가) 종래의 제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타인에게 라이선스(실시허락) 할 수 있고, 특허법상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에 관한 규정
이 마련되어 있다(특허법 제77조 및 제78조). 전용실시권이란, 라이선스를 받은 전용실시권
10) 日本 特許廳, 平成20年法律改正(平成20年法律第16号)解説書, 日本 特許廳, 2008, p. 9
11) 日本 特許廳, 平成20年法律改正(平成20年法律第16号)解説書, 日本 特許廳, 2008, pp. 9~10
12) 이하의 내용은 日本 特許廳에서 2008년 발행한 平成20年法律改正(平成20年法律第16号)解説書 제1장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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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이선시)가 독점적이면서 배타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전용실시권
자는 제삼자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자(라이선시)가 단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
고, 통상실시권자는 원칙으로 제삼자에 의한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13) 또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에 관해서는 특허청에 구비한
특허원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특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등록의 효과는, 전용
실시권에 관해서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으로 되어 있고(특허법 제98조 제1항 제2호), 통상
실시권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상실시권을 제삼자에 대
항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구비한 특허원부에 미리 통상실시권을 등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
다(특허법 제99조 제1항). 즉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인 것으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생기고, 그 밖의 제삼자와의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시
를 수반한 등록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와의 사이에서도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
다.14)
통상실시권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있
어 라이선시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된다. ① 대상 특허권이 특허권자로부터 제삼
자에 양도된 경우에, 통상실시권자는 제삼자(새로운 권리자)의 특허권 등에 근거하여 침해금
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다. 또, ② 특허권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
인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해제될 우려가 있다(파산법 제53조 제1항).15) ①과 ②의 어느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자는 종전의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실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미리 특허청에 등록해 둠으로써
① 대상 특허권이 특허권자로부터 제삼자에 양도된 경우도 통상실시권을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고 또, ② 특허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법상 “사용 및 수익을 목
적으로 한 권리를 설정한 계약”으로서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라이선스 계약은 해제되
지 않는 것이 된다(파산법 제56조 제1).16) 즉, 권리를 특허청에 등록해 두는 것으로 통상실
시권자는 라이선스에 근거한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특허원부에 등록한 전용실시
권과 통상실시권에 관한 정보는 원칙으로서 특허원부의 열람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개시된
다(특허법 제186조 제1항).

13) 또한, 실무상 독점적인 라이선스로서 ，이른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특허법상은 통상
실시권이지만, 계약에 의하여 라이선시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특허법상의 효과는 독점성이 없는 단
순한 통상실시권과 다르지 않다.
14)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는 제삼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고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605조 참조).
15)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파산법 제53조 제1항).
16) 임대차계약 그 밖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설정한 계약에 관해서는, 등기록, 등록 그 밖의 제삼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이것을 해제 할 수 없다(파산법 제56조 제1항). 라이선스 계
약은 쌍무계약이고,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伊藤
眞「破産法［第4 版補訂版］」2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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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의 필요성
① 특허출원 단계에서 라이선스 보호의 필요성
최근, 지적재산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이 발전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권뿐만 아
니라 출원 단계에서 발명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의 TLO 및
벤처 기업 등에서는 자금 조달까지 포함한 전략으로, 출원중의 발명도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하는 등, 출원 단계로서 특허권으로서 성립하고 있지 않는 특허를 받는 권리가 귀중한 재산
권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의 특허법에서는 성립한 특허권을 대상으로 하는 전
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에 관해서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특허권 성립 전 라이선스에 관
한 규정은 없다.17) 또한, 라이선스의 등록에 대해서도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등록만이
가능하고, 특허출원 후 라이선스라도 특허권이 성립할 때까지는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현
행 제도의 아래에서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 전에 특허를 받는 권리가 제삼자에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 라이선스를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 또한, 특허권의 성립 전에 특허
를 받는 권리를 갖는 자가 파산한 경우는 라이선시에게는 대항요건을 구비할 방법이 없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라이선스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출
원 단계의 라이선스에 근거하여 사업을 준비 또는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게 큰 리스크로 되
어 있다. 또, 예를 들면, 출원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라이선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싶
은 경우라도 출원인인 중소ㆍ벤처 기업의 도산 등의 리스크를 라이선시로 되어야 할 자가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중소ㆍ벤처 기업은 라이선스를 할 수 없고, 특허를 받는 권리 자체
를 양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실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② 등록 사항의 비 개시 요구
현행 제도에 있어서, 전술한 대로, 통상실시권 등에 관계된 등록 사항은 대외적으로 개시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특허권자 측과 라이선시 측 쌍방의 기업 등에 있어서, 어떤
특허권에 관하여 어느 기업으로부터 어떤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것인가, 또는 어떤 기업에
라이선스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은 기업의 연구 동향이나 상품 개발 동향을 추측 가능
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경영 전략에 밀접하게 관계된 정보로서 대외적으로
는 개시하지 않고 비밀로 해 두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의 통상실시권 등록 제도가 그
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는 이유의 하나이며, 등록 사항이 전부 대외적으로 개시되어 버리는
것을 기업등이 싫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8)
17) 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특허권자등에 대하여，유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구한 부작위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있다(中山信弘『工業所有権法上』442頁及
び『注解特許法上巻』826頁。最判昭和48年4 月20日民集27巻3号 580頁、大阪高判昭和59年12月21日(原審大阪地
判昭和59年4 月26日無体集16巻1 号271＝判タ536号6379)等)현행의 특허법으로는, 독점 배타성이 없는 특허를 받
는 권리를 갖는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고 한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상
기와 같은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사고방식 모두 정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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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의 개요
최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산업계의 실태에 입각해서, 기업 등에 있어서 라이선스 활동의
활발화 및 라이선시 보호에 대한 요구를 받아, 특허출원 단계에서 라이선스에 관계된 특허
법상의 권리로서 새로운 가전용실시권(新たに仮専用実施ｵ権) 및 가통상실시권(仮通常実施
権)을 두고, 아울러 그 등록제도를 두었다. 또한, 통상실시권 등의 등록제도에 관하여 특허
원부에 등록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등록 사항 중 기업 등에 있어 비닉(秘匿)
요구가 강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에게 개시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불복심판청구기간 재검토(특허, 의장 및 상표법)19)
(1) 개정의 필요성
(가) 종래의 제도
특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서는 심사관이 한 거절사정20)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한 심판 제도에 관하여 규
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허, 의장, 상표 제도에 있어서 거절사정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이 “거
절사정불복심판이고, 의장, 상표 제도에 있어서 보정 각하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이 ”
보정 각하결정 불복심판“이다.

① 거절사정불복심판제도의 개요
특허심사에 있어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그 사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이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1조 제1항). 또,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7조의2 제1항 제4호). 의장 및 상표의 심사에 있어도 특허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의
장법 제46조 제1항 및 상표법 제44조 제1항).

18) 우리나라(일본)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총수는 미등록된 것을 포함하여 약 10만건이라고 추
측되지(특허청 2006년 「지적 재산 활동 조사 보고서」)만, 그 중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수는 1,325건(2006
년 특허청 조사)이고, 등록률은 약1%라고 추측된다.
19) 이하의 내용은 日本 特許廳에서 2008년 발행한 平成20年法律改正(平成20年法律第16号)解説書 제2장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0) 우리나라에서는 법개정을 통해서 사정을 대신하여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사정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통일하여 사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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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제도의 개요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도면 등에 관하여 보정이 행해진 경우나,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 등ㆍ상표에 관하여 보정이 행해진 경우 등에 그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결정으로써 그 보정을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장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상표
법 제16조의2 제1항). 출원인은 이 심사관에 의한 보정각하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의장법 제47조 제1항 및 상표법 제45조 제1항).21)

(나) 개정의 필요성
특허제도에서,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에 대해 적부에 관
한 판단을 할 때에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관하여 충분히 음미하고, 권리취득의 가능성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제도의 이용자로부터는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
내라고 하는 현행의 심판청구 기간은 짧아,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있지 않은 채 심판청구
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명세서 등의 보정을 심판청구 후 30
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종래의 제도에 있어서, 심판청구 기간이 비교적 짧기도 하고, 명세서
등의 보정의 내용으로 인한 적절한 심판청구의 적부의 판단이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 최근 특허청에서 심사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수반하여
거절사정이 행해지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심판청구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ㆍ검토
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불복 신
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권리취득을 바라는 제도 이용자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따
라서 제도 이용자에 대해 절차 보장의 충실 등의 관점에 근거하여, 심판청구 기간 및 명세
서등에 대한 보정 기간의 재평가를 행할 필요가 있다.

(2) 개정의 개요
특허제도에 있어서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에 대한 절차 보장의 충실 및 적정한 보정
등의 대응을 수반하는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여 권리취득 촉진의 관점에서, 거절사정을 받은
후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
로 확대함과 동시에, 해당 심판청구에 수반한 명세서등의 보정을 해당 심판청구와 동시에
행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의장 및 상표 제도에 있어도,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기
간 및 보정 각하결정 불복 심판청구 기간을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의 송달일로
부터 3월 이내에 확대한다.

21) 특허제도에는 2회째 이후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에 심사관은 결정
으로써 그 보정을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특허법 제53조 제1항), 의장 및 상표 제도의 경우와 다그게, 해
당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단독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특허법제 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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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구조문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특허법 제121조(거절사정불복심판)

특허법 제121조(거절사정불복심판)

거절사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고자할 경우,

거절사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

해당 사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

우, 해당 사정의 등본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의 2(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

제17조의2(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위 또는 도면의 보정)

또는 도면의 보정)

특허출원인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는 출원서

특허출원인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는 출원서

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해 보정할 수 있다. 단, 제50조 규정에 따라

대해 보정할 수 있다. 단, 제50조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있다.

1~3호 생략

1~3. 생략

4.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해당 심

4.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해당 심

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때.

판청구와 동시에 할 때

라.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대상국 확대(특허 및 실용신안법)22)
(1) 개정의 필요성
(가) 종래의 제도
종전은, 파리조약23)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한 것에 있어서, 출원인이 처음에 출원한 외국
특허청(이하「제1국」라고 한다.)에 우선권 서류24)(종이서류)의 교부를 청구하여, 출원인 자
신이 우리나라(일본)의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1국으로부터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가 직접 우리나라(일본) 특허청에 전자적 방법으
로 송부되기 때문에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에 출원할 때 종이로 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할 필
요가 없다는 제도가 시작되었다(특허법 제43조 제5항). 단, 그러한 우선권 서류 데이터의 전
자적인 취득은,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는 현재,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및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1국으로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특허법시행규칙이
군 27조의3의3 제2항).
22) 이하의 내용은 日本 特許廳에서 2008년 발행한 平成20年法律改正(平成20年法律第16号)解説書 제3장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3)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제4조D(1)
24) 우선권증명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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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은, 종이로 된 우선권 서류로 절차를 밟은 경우와
비교하여 출원인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절차비용이나 대리인 비용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일본) 특허청에 있어도, 종이로 된 우선권 서류에 대신하여 전자화
된 우선권 서류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사무처리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나) 개정의 필요성
최근, 국제적인 특허출원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일본) 특허청은, 출원인의 절
차 비용 삭감 및 심사 등에 관계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국과 심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워크셰어링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보 네트워크 기반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은, 출원인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각국 특허청이 우선
권 서류를 전자화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 각국 특허청의 행정 처리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2007년 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한 것이 합의되었다. 그렇지만, 상술한 대로, 개정 전의 특허법 제43조 제5
항에서는 우선권 서류의 전자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을 제1국으로부터 제공되는 경
우에 한정되어 있다.

(2) 개정의 개요
출원인의 편리성 향상 및 행정 처리의 효율화의 관점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새로운 우선
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허법 제43조 제5항을 개정
하여, 제1국에서 전자화된 우선권 서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1국 이외의 나라나 국제기관에
있어 전자화된 우선권 서류 데이터의 취득도 가능하게 하였다(특허법 제43조 제5항).

그림 1 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
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학술세미나, 200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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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선권 서류의 발행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전자화된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 접수도 가
능하게 한다.25)

(3) 신구조문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특허법 제43조

특허법 제43조

2~4. 생략

2~4. 생략

5. 제2항에 규정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5. 제2항에 규정한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을 출원 번호에 의하여 특정하고 전자적 방법

을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그 밖의 사람의 지

밖의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방

각에 의하여 인식한 것을 할 수 없는 방법을 말

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파리조약의 동맹국의

한다.)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경우로 경제산

정부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기관과의

업성령으로 정한 나라로 한 출원에 근거하여

사이에 교환할 수 있는 경우로 경제산업성령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가

로 정한 경우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해당 출원의 번호를

선권의 주장을 한 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할 때는,

에 출원의 번호 그 밖에 해당사항을 교환하기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2항에 규정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관에게 제출
한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제2
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특허 및 상표관련 요금 인하(특허 및 상표법)26)
(1) 개정의 필요성
(가) 특허 관계 요금 제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특허특별회계는 수지상상의원칙(収支相償の原則)의 아래, 출원인으로부터 특허료등의 수입
에 의하여, 심사ㆍ심판 등의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를 지급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중장기적
으로 수지가 균형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액은 “출원료, 심사
청구료, 특허료, 심판청구료”등의 합계에 의하여 마련하고 있고, 각종 절차에 관계된 요금은
이하와 같은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다.

25) 榎本吉孝, 日本の特許制度近年の制度改正について,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학술세미나,
2009, p. 8
26) 이하의 내용은 日本 特許廳에서 2008년 발행한 平成20年法律改正(平成20年法律第16号)解説書 제4장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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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원료
출원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에 대해 징수되는 수수료이고, 특허법의 목적인 발명 장려 등의
관점에서 실비 이하로, 용이하게 출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설정된다.

② 심사청구료
심사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된 수수료이다.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인이 심사청구의 요부
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精査)하는 것으로, 전체 특허심사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창설되는 것
이고, 실비 이하로,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출원인에게 적정한 심사청구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설정된다.

③ 특허료,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특허료 및 상표권에 관한 등록료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징수된 요금이고, 그 수준은 특
허행정 전체의 경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보다 긴 기간 권리가 유지ㆍ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기대
되어, 유지기간 초기의 특허료는 권리유지의 장애로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에 설정하여, 이
익이 증가하는데 따라 특허료의 금액을 많이 내게 하여 부담의 용이성을 감안한 누진제를
정책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나) 개정의 필요성
① 정책적 배경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및 국내 총생산 비율은 증가 경향에 있기 때문에, 기
업 등이 권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연구 개발비를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
하지만, 요금의 정도가 권리 유지 저해요인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업활동에
있어 브랜드 가치의 창조가 중요해지고 있는 중에서, 출처식별력, 고객흡인력, 정보발신력을
구현화한 중요한 지적재산으로서 위치가 결정되고 있는 상표에 관하여, 매력 있는 브랜드의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의 국제화가 진행된 속에, 기업이 여러 국에
상표 출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 요금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② 특허 관계 요금 재평가의 경위
2003년 개정 특허법(2003년 법률 제47호)의 시행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지만, 국회부대결의
에 있어, 「부칙의 재평가 기간(법률 시행으로부터 5년 경과한 후)에 관계없이, 시행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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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제17회 지적재산전략 본부(2007년 5월)에서는,
경제산업장관이 요금제도 전체에 관하여 재평가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③ 특허 특별회계의 중장기 전망
2003년 개정 특허법에 있어서 요금개정과 마찬가지로, 출원건수, 특허사정률(등록사정률)
등의 전망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아,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의 수치를 상정하
여, 일정한 전제 하에서 특허특별회계 전체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4부문 각각
의 중장기적인 수입과 지출을 산출한 결과, 특허부문 및 상표부문에 있어, 이후 세입의 인하
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2) 개정의 개요
중장기적인 수지 전망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허부문 및 상표부
문의 요금을 인하한다고 하였다.

(가) 특허 부문의 요금의 인하
특허부문에 관해서는 특허권의 적절한 유지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인
하요구가 강해 특허료를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10년째 이후의 특허료를 중점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 상표 부문의 요금의 인하
상표부문에 관해서는 타국에 비하여 고액의 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를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하에 있어서, 갱신등록료를 중점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설정등록료
및 갱신 등록료의 분할 납부액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인하를 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3) 신구조문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특허법 제107조(특허료)

특허법 제107조(특허료)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자 또는 특허권자는

는 특허료로서 특허권의 설정등록 날로부터 제6

특허료로서 특허권의 설정등록 날로부터 제67조

7조 제1항에 규정한 존속기간(동조 제2항의 규

제1항에 규정한 존속기간(동조 제2항의 규정에

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더

의하여 연장되는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더한

한 것)의 만료까지 매년 한건마다, 다음 표에

것)의 만료까지, 매해 한건마다, 다음 표에 구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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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구분

금액
매년 2,600앤에 1청구항에

1~3년

매년구분
1~3년

대해 2백엔을 더한 금액
매년 8,000엔에 1청구항에

4~6년

4~6년

대해 6백엔을 더한 금액
매년 24,300엔에 1청구항에

7~9년

7~9년

대해 1,900엔을 더한 금액
매년 81,200엔에 1청구항에

10~25년

10~25년

대해 6400엔을 더한 금액

2~5. 생략

금액
매년 2,300앤에 1청구항에
대해 2백엔을 더한 금액
매년 7,100엔에 1청구항에
대해 5백엔을 더한 금액
매년 21,400엔에 1청구항에
대해 1,700엔을 더한 금액
매년 61,600엔에 1청구항에
대해 4800엔을 더한 금액

2~5. 생략

바. 요금납부와 관련한 은행구좌 이체제도 도입27)
(1) 개정의 필요성
(가) 종래의 제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 출원 등에 관한 법률
(1978년 법률 제30호) 또는 특례법에 있어, 특허료 등 및 수수료의 납부에 관해서는, 이하의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① 특허 인지에 의한 동시 납부
특허출원 등의 절차에 있어서, 특허 인지를 절차서면에 첨부하고 납부한다(특허법 제195
조 제8항 등).

② 특허 인지의 예납
특허출원 등의 절차에 있어서, 납부해야 할 수수료 등의 전망액을 특허인지로 예납하고,
특허출원 등의 절차에서 해당 전망액으로부터 납부의 신청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
로 충당한다(특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③ 납부서에 의한 현금 납부
특허출원 등의 절차에 앞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장관(특허청장)으로부터 취득한 청
구서(납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수수료 등을 납부한 다음, 해당 납부에 관계된 납부증명
서(納付済証)을 절차서면에 첨부하고 진행한다(특허법 제195조 제8항 단서 등, 공업소유권의
수수료 등을 현금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절차에 관한 성령(省令)(1996년 통상산
27) 이하의 내용은 日本 特許廳에서 2008년 발행한 平成20年法律改正(平成20年法律第16号)解説書 제5장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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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 명령 제64호(이하 현금성령)이라 한다.).

④ 전자 현금 납부
특허출원 등의 절차에 앞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고 특허청장관
(특허청장)으로부터 취득한 납부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이나 ATM을 이용하여 금융
기관에 수수료 등을 납부한 다음, 납부정보 중 납부 번호를 절차서면에 기재하고 진행한다
(특허법 제195조 제8항 단서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0년 통상 산업성 명령 제41호. 이하 특례법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제41조의8~제41조의
10).

(나) 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일본) 특허청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산업재산권의 권리화의 촉진 관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paperless화를 추진해 제도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노력하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의 촉진 및 특허전자도서관
(IPDL)이나 CD-ROM 공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몰두하여 왔고, 최
근 정보화의 진전이나 인터넷의 보급도 수반하여, 2006년에,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계된 전
자 출원률은 약 97%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전자 출원에 관계된 요금의 납부 방법
에 관해서는 그 요금 납부 건수의 대부분(99.7%)이 비전자적 절차인 특허인지로 행해지고
있고(특허인지예납을 포함한다.), 이것은 거액의 특허인지의 구입ㆍ운반ㆍ신청서에 부착 등,
제도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납부사무의 번잡화나 리스크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최근 공공요금의 지불 등에 이용되는 금융기관 등의 예금과 저금 계좌로부터의 대
체(이하 계좌대체라고 한다.)에 의한 납부나 신용카드의 이용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등 결제방법의 다양화가 나아가고 있어, 산업재산권에 관계된 수수료 등의 결제방법에 대해
서도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의 관점에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고금납부에
관계된 대규모 전자결제 인프라가 정비되어오고 있고, 관계 省ㆍ廳이나 관계 기관 등의 협
력 하에,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처리에 의한 계좌대체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입각하여, 특허료 등 및 수수료의 특허 등 관계 요금에 관하여, 출원인 등 절차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한 관점에서, 계좌대체에 의한 납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2) 개정의 개요
특허료 등 및 수수료의 특허 등 관계 요금에 관하여, 출원인 등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의 신청에 의하여, 계좌대체에 의한 납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례법에 계좌대체에 의한
납부에 관계된 규정을 신설하였다(특례법 제15조의2). 또한, 절차를 밟는 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의한 절차에 대해서도 계좌대체에 의한 납부를 가능하게 하게 규정을
정하였다(동법 제16조). 또한, 이번에 도입한 계좌대체납부제도는 이하의 방법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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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정하고 있다.

(가) 3자 사이 계약에 근거한 사전절차(사전의 신고)
특허청장관(특허청장), 절차를 밟는 자 및 금융기관의 3자 사이에 있어, 사전에 “특허료
등 또는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계좌대체에 의하여 납부한다는 취
지의 신청이 있던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근거하여, 특허청장관(특허청장)은 금융기관에 계
좌대체에 관계된 정보를 송신하고, 금융기관은 절차를 밟는 자에 대신하고 특허료 등 또는
수수료의 납부를 한다.”라는 취지를 합의한다.

(나) 신청에 근거한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
납부를 수반한 특허출원 등의 절차에 있어서, 출원인 등이 전술의 합의에 근거한 계좌대
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을 할 때는, 특허청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온라인 실시간 처리에 의하
여 계좌대체에 관계된 정보를 송신하고, 이것에 의해 금융기관은 절차자의 계좌로부터 국고
금 계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대체한다.

(3) 신구조문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
특허료등 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청 장관은 해당 특허료등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자로부터 예금 또는 저금
의 지불과 그 인출하는 금전에 의한 납부를 그
예금 계좌 또는 저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는 것(다음 항 및 다음 조에 있어
“계좌대체(이체)에 의한 납부”라고 한다.)을 원
하는 취지의 신청(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
하고 행한 것에 한한다．)이 있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는 것이 특허료등 또는 수수료의 수납
상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전항에 정한 것 외, 계좌대체(이체)에 의한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한다.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군 16조(대리인에게의 준용)

이군 16조(대리인에게의 준용)

전2조의 규정은, 특허료등 또는 수수료의 납부

전3조의 규정은, 특허료등 또는 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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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를 하려고 하는

를 하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를 하려고 하는

자가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

자가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

으로 한 예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1

으로 한 예납 또는 계좌대체(이체)에 의한 납

항 중 “예납을 한 자”는 “예납을 한 대리인이고

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1항 중“예납

본인을 위해 특허료등 또는 수수료의 납부를 한

을 한 자”는 “예납을 한 대리인이고 본인을 위

자라고, 동조 제2항 중 ”납부를 한 자(이하 납

해 특허료등 또는 수수료의 납부를 한 자”이고,

부자라 한다.)가“라고 있는 것은 ”납부를 한자

동조 제2항 중 “납부를 한 자(이하 납부자라고

(이하 납부자라고 한다.)가 본인을 위해 특허료

한다.)가”라고 하는 것은 “납부를 한 자(이하

등 또는 수수료의 납부를 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납부자라고 한다.)가 본인을 위해 특허료등 또

“본인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는 수수료의 납부를 한 대리인인 경우는 본인
이”라 하고, 전조 제1항 중 “해당 특허료 등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하는 자로부터”라
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해당 특허료
등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제2절 2009년 일본 특허법 개정 논의

1. 이노베이션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허권 강화를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노베이션
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여러 제도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07년 12월 18일 野間口 有씨를 의장으로 하여 특허청 산하에 “이노베
이션과 지재정책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지적재산 정책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회는 특허권 강화한다는 정책적 기초 아래,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는 관점, 지적재산권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프
로-이노베이션(Pro-innovation) 지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이
는 첫째, 지속가능한 세계 특허시스템의 실현, 둘째, 특허시스템의 불확실성의 절감, 셋째,
이노베이션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그것이다.28)

가. 지속 가능한 세계 특허 시스템의 실현
위 연구회는 세계의 특허출원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약166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발명을 가상적인 세계특허청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범위에
서 국제협력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28)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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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 일본의 대응은 불충분하며, 하나의 발명이 효율적으로 세계 전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특허청간의 제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닫힌 지재정책이
아닌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지재정책을 고려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특허청이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는 다양한 출원인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심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9) 이에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의 지재정
책이 어떻게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이로 인한 세계의 특허청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가. 또한 일본 특허청은 어떠한 공헌을 해야 하며, 다양한 출원인에 요구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나. 특허 시스템의 불확실성의 절감
특허제도는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필요하지만, 질이 낮은 특허권의 증
가는 특허 분쟁을 증가시키는 등 비즈니스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질이 낮은 특허권은 특허의 덤불(特許の藪)이나 특허괴물로 불리는 문제가 되
어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
허권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특허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각국 특허청은 특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해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취득 단계, 보호의 단계에서 그 불확실성을 억제해야 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지금보다 감
소하기 위해서 특허의 질을 유지ㆍ향상과 심사기준의 정하는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여 그
검토내용을 충실히 하는 등 특허제도 운용에 관하여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이 높은 특허심사
메커니즘이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서 특허출원 단계로서 분쟁 단계로 이르는 지적 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자에 있어 투명하고 예견성이 높은 특허 시스템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한다. 결국, 안정적인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제도와 그 운용의 조화, 항상 변화하고 계속되는 이노베이션의
정확한 대응이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30)

다.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기술의 고도화ㆍ복잡화나 IT의 진보가 이노베이션의 창출 환경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업 내에 모든 연구개발을 수직 통합한 종래형의 이노베이션 형태에 대신해 새
로운 연구 개발의 타입으로 기업의 틀을 넘어 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 제휴를 맺고, 타인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하에서 지적재산은 지식ㆍ기술의 유통을 원활히 하
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하게 존재하고 있는 유익한 지식이
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ㆍ처리하여 가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
29)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p. 4~5
30)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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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한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픈 이
노베이션 환경에 대응한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31)

2. 오픈 이노베이션
가.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점차적으로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으로써 기술의 융합이라는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
다. 이에 제품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을 하나의 기업에서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며, 오히
려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종래는 자사의 기술과
전혀 별개의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제품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
어 이러한 시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진 것이
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달하여 유익한 정보를 전세계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그 환경의 변화는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32)

나.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있어서 종래 수직 통합형의 이노베이션 전략을 대신
하여, 자사의 기술을 타사에 이용하게 해 이익을 창출하거나, 타사의 기술을 활용해 자사의
연구개발이나 제품화를 진척시켜 나가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
의 종류나 산업 구조에 따라서는 종래의 수직통합형의 이노베이션 전략이 적합한 경우가 있
을 수 있고, 기업에 있어서는 기술의 종류나 경쟁하는 타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이노베이션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33)

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재 시스템에 주는 영향
오픈 이노베이션의 하에서 지적재산은 폐쇄적인 이노베이션의 하에서 자사기술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에서 나아가 타사에 라이선스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얻던지, 타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도모한 것 등, 지식ㆍ기술의 유통의 원활화를 추진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은 오픈 이노베이션 하에서 “통
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이노베이션을 연
결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중에 표준화된 기술에 특허등의 지적재산이 포함된 경우
그 취급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표준화된 기술에 관한 지적재산을 갖는 자가 그 특허에
31)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 5
32)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 126
33)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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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부당하게 고액의 라이선스료를 요구 등을 하여, 표준화가 저해된 문제(hold up 문제)
의 방지를 위하여도 지적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 비즈
니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표준화에 있어서 아웃사이더 문제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허 괴물 문제가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
다.34)

3. 심사의 신속화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이 많아지고, 이에 해외에서의 특허
권 취득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열쇠가 되고 있다. 이에 국제출원건수가 증가하
고,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로 인해서 권리부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특허청은 권리의 조기취득을 위한 조기심사, 슈퍼
조기심사, 우선심사 및 조기심사, 특허심사 하이웨이, JP-FIRST, 국제조사수수료의 일부반
환제도, PCT출원의 조기국내이행과 조기심사에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
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조기심사35)
조기심사란 출원인이 창조적 기술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활용, 글로벌한 경제 활동 등
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최대한 빨리 권리취득 할 수 있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가 제출된 경우 통상의 출원과 비교하여 조기에 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기심사의 요건에 대해서는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라인36)」
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조기심사의 장점으로는 조기심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심사순번을 기다리는
기간이 짧은 기간(2개월)이었고, 각종 요건의 개정 등, 제도의 편리성 향상으로 인해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나. 슈퍼 조기심사의 도입 및 시행대상 확대
(1) 슈퍼 조기심사의 도입37)
일본특허청은 이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조기에 권리화가 될 수 있는 심사체제를 구
축하고자, 현행 조기심사보다 더욱 조기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기심사제도를 창설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활용하고, 글로벌한 경제
34)
35)
36)
37)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 일본특허청, 2008, p. 126
일본특허청, 國內外で早期に權利を取得するために, 일본특허청, 2009, pp. 2~4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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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 출원인의 지적재산전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의
심사보다 조기에 심사를 하는 조기심사의 운용을 하고 있다. 이노베이션과 지재정책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출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현행 조기심사제도를 확충하
고, 지금의 조기심사보다도 더욱 조기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슈퍼 조기심사”에 관하여 논의
를 하고 있다.
권리화의 타이밍에 대한 출원인의 요구는 다양하고, 조기의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발명이
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발명 등에 대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고, 한편으로, 사업화까지 긴 시간을 필요한 발명이나 국제 표준의 책정에 밀접하게 관계된
발명 등은 조기에 심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도 적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이 아닌, 출원인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
응하면서도 특허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심사가 될 수 있는 심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우
선하여 현행의 조기심사보다 더욱 조기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슈퍼 조기심사제도를 신설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2) 슈퍼 조기심사의 기본 골자38)
슈퍼 조기 심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출원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도 이용상황 등
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적으로 시행을
하였다. 이는 현재의 특허청 내의 사무처리 절차를 고려하면서, 현행의 조기심사제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가능한 현행의 조기심사와 차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 보다 중요한 출원에 대해서는 보다 조기에 권리화
① 실시 관련 출원이면서 외국 관련 출원에 관계된 출원을 대상
슈퍼 조기심사를 함에 있어서, 출원의 중요성을 중요시해서, 현행의 조기심사 요건 중 실
시에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 관련 출원이 이에 해당해 보다 중요성이 높은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국 현행의 조기심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술분야로 한정하
지는 않는다.

② 신청으로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기간을 단축
기존 조기심사에 비해서 신청으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를 단축하기 위
해 신청으로부터 1차 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 출원인·대리인의 응답 기간을 1개월(재
외자의 경우는 2개월)이내, 나아가 응답으로부터 2차 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슈퍼 조기심사는 현행의 조기 심사와 비교하여 보다 조기에 심사
38)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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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서의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현행 조기심사와 슈퍼 조기심사의 비교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

(나) 청내 절차의 관계로부터 사무 처리의 단축이 가능한 것에 한정
심사절차의 일부에 서면에 의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나 PCT 국내이행(Designated
Office : 이하 DO) 안건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 사무 처리의 단축이 곤란해 개시시점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계속 중에 있어서 예외적인 취급
자체가 시행 단계인 것도 고려해서 심사가 길어지는 불가피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여 통상의 조기심사로서 취급하는 등의 예외
적인 취급을 하게 된다.

(라) 기타 구체적 절차
구체적 절차39)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3)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대상 확대40)
일본 특허청은 통상의 조기 심사보다 빠른 슈퍼 조기 심사 제도를 2008년 10월부터 그 시
행을 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서 이행하는 국제출원(DO출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DO출원에 대해서도 슈퍼 조기심사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슈퍼 조기심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최근 2009년 10월 1일
39) 구체적인 절차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supersoukisinsa/supersoukisinsa.pdf
40)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_kakuda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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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에 DO출원을 더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 슈퍼 조기 심사의 대상으로 된 출원
DO출원 중 아래에 두 요건인 실시에 관한 출원이면서 외국 관련 출원인 것과 신청 전 4
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절차를 온라인 절차로 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을 슈퍼 조기심사
의 대상으로 한다.

① 실시 관련 출원이면서 외국 관련 출원인 것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조기심사의 요건 중 실시 관련 출원에 해당하며, 외국 관
련 출원에도 해당하여 중요성이 높은 출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신청 전 4주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절차를 온라인 절차로 한
출원
슈퍼 조기 심사의 신청 전 4주간 또는 신청 이후에 서면에 의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는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1차 심사까지 대기기간
통상의 국내 출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1차 심사까지 대기기간을 슈
퍼 조기심사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DO출원에 관해서는 1차 심사까지 대기기
간을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일(출원 종류별, 신청의 타이밍에 의해서는, 서류 전자화 목표
일)41)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출원종류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타이밍

RO/JP일본어42)

신청 타이밍에 관계없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신청될 때

RP/JP영어,43)
RO/외국44)

국제공개일, 심사청구일 중 느린쪽에서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신청될 때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5개월 미만에 이루어진 신청이고, 또한 ,
국제공개일,심사청구일 중에 느린쪽에서 5개월을 경과하기 전에 신청될 때

1차심사까지
대기기간
슈퍼 조기심사
의 신청으로부
터 2개월 이내
서류

전자화

목 표 일 45)로 부
터 2개월 이내

41) DO출원의 경우 출원 종류별, 신청의 타이밍에 의해서는, WIPO로부터 입수한 서류의 전자화를 기다릴 필요
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차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42) RO/JP 일본어 : 수리 관청이 일본 특허청으로 일본어에 의한 국제출원
43) RO/JP 영어 : 수리 관청이 일본 특허청으로 영어에 의한 국제출원
44) RO/외국 : 수리 관청이 외국청으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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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원인의 응답 기간
출원인의 응답기간은 지금까지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거절이유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재외자의 경우는 2개월)로 한다.

(라) 2차 심사 이후가 기다리고 기간
2차 심사 이후가 기다리고 기간은 DO출원을 포함하여, 모든 출원에 대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이에 따라 최종 처분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

다. 우선심사46)
우선심사란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가
제출된 경우 통상의 출원과 비교하여 조기에 심사를 하는 제도이다(특허법 제48조의6). 이는
조기심사제도와 다르고, 제3자가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
능하다.

(1) 우선심사의 대상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
우에 출원인 또는 실시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특허법시행규칙 제31조의3 제1항).

(2) 신청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은 「우선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제출에 의하여 행한다(특허법시행
규칙 제31조의3 제1항, 제2항, 약식 제46). 이 제출에 관해서는 서면에 의한 제출을 제외하
여, 별도의 수수료는 불필요하다(서면의 경우 데이터 엔트리료(전자화를 위한 수수료)가 필
요해진다.). 이 사정 설명서에는 실시의 상황, 제3자에 의한 실시등에 의한 영향 등을 기재
하고, 경고장의 사본,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조기심사47)
조기심리란 조기심사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하에서 「조기 심리에 관한
사정 설명서」가 제출된 거절사정 불복 심판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사건과 비교하여 조기에
심리를 하는 제도이다. 조기심사의 요건 등에 관해서는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라

45) 서류 전자화 목표일 : 국제 공개일, 심사청구일 중 느린 쪽에서 5개월을 경과한 날
46) 일본특허청, 國內外で早期に權利を取得するために, 일본특허청, 2009, p. 7
47) 일본특허청, 國內外で早期に權利を取得するために, 일본특허청, 200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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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48)」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에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49)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제1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발명의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
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청에서는 간이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이에 따라 제2처에서는 안정되고 강한 특허권의 조기취득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 7월에 일미간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현재, 일본 특허
청은 미국 특허상표청, 한국 지적재산청(특허청), 영국 지적재산청, 독일 특허상표청, 덴마크
특허상표청, 핀란드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싱가포르 지적재산청, 헝가
리 특허청과의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 또는 시행을 하고 있다.50)
일본의 경우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2006년 7월부터 1년 반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특히
2008년 1월 4일부터 본격 실시한 일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성과가 있었다고 한
다. 즉, 2009년 7월말 시점에서 일본에서 미국에 1375건, 미국에서 일본에 648건의 신청이
있고,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신청으로부터 심사 착수까지의 평균 심사대기 기간은 일미 양청
모두 2∼3월이고, 전 출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빠른 시기에 심사 착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시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용자로부터는 제2청의 오피스 액션의 횟수가 감소하여 그에
따른 응답 횟수가 적어져 비용이 삭감되었다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일본은 이러한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홈페이지 개설51)하였다. PPH는 이미 14개국 이상의 특허청간으로 체결되어서 많은 출원인
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다. 각 PPH 체결국의 특허청에서는 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PPH의
이용 방법이 기재된 가이드라인이나 신청 양식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PPH네트워크에 참가국이 증가하는데 따라 PPH에 관한 정보가 각국 특허청의 웹사이트에
분산되어 버렸다. 때문에 PPH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일본특허청은 2009년 5월 18, 19일 도쿄에 있어 개최한 제2회 다국간 PPH실무자 회
합에서 다국간 PPH 포털사이트(이하 포털사이트)의 구축을 제안했고, 그 후 포털사이트의
시험 버전을 일본특허청이 구축해,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전해진 의견을 기초에 개량을 더해
갔다. 2009년 9월 24일에 개최한 제2회 다국간 PPH 장관 회합에 있어 인정되고 정식버전으
로서 릴리스 됐다.

48)
49)
50)
51)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일본특허청, 國內外で早期に權利を取得するために, 일본특허청, 2009, pp. 9~13
기타 자세한 내용은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참조바람
http://www.jpo.go.jp/torikumi/hiroba/pdf/web_tokkyo/web_tokkyo_no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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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국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 포털 사이트
（Plurilater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PH) Portal Web Site）
http://www.jpo.go.jp/ppph-portal/

위 포털 사이트에는 PPH에 관한 최신 뉴스(PPH의 신규 체결, 신청 요건의 변경 등),
PPH의 소개(PPH의 메리트 등), 각국 특허청이 발행한 팸플릿, 가이드라인(신청 요건이나
신청 절차), 신청 양식(공통 신청 양식 작성 툴을 포함), 통계 정보(각국에의 신청 건수, 심
사대기 기간, 특허율), 각국 특허청 Web 사이트에의 링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는 일본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각국 특허청은
게재 희망의 데이터를 일본특허청에 송부하면 일본특허청이 그 데이터의 편집하여 웹에 게
재한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에 따라 내용의 종류를 늘리고 갈 예정이다.

바. JP-FIRST52)
JP-FIRST(JP-Fast Information Release STrategy)는 1차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조기에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의 특허청에 앞서 우리나라(일본)의 심사결과를 발신하여 제외국 특허
청의 심사제공에 있어 유효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도모함으로써,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적
절한 권리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08년 4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
심사관은 일본의 심사결과를 이용해서 해외에 있어서도 안정되고 강화된 권리를 획득하게
한다.53)

52) 일본특허청, 國內外で早期に權利を取得するために, 일본특허청, 2009, pp. 14~15
53)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jp_first.htm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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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P-FIRST의 대상
파리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된 특허출원 중,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심사청구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PCT출원의 기초로 된 출원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우
선권을 주장한 후의 출원에 관해서는 해당 출원이 파리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되어 있으면
대상으로 된다. 단, 앞의 출원일을 기산일로 하므로 앞의 출원의 날부터 2년 이내에 심사청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신청절차
본 시책의 이용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상기 대상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청은 시책의 대상으로 삼아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파리조약에 기초
한 우선권 기초출원에 관해서는, JP-FIRST의 대상이 되도록 심사청구를 최선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한 것임을 검토한다.

(3) 심사 착수시기
심사 착수시기의 목표로, 심사청구와 출원공개의 어느 한쪽 중 느린 쪽의 날로부터 원칙
적으로 6월 이내에 심사를 착수한다. 또한, 심사착수는 출원으로부터 30월을 넘지 않는 시기
에 이루어진다.

사. 국제심사수수료의 일부반환제도54)
선행된 국내출원의 심사 결과가 PCT출원의 국제조사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PCT
출원의 국제 조사 수수료의 일부 (￥97,000중 ￥41,000)가 반환되는 것을 말한다(국제출원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55)

아. PCT출원의 조기국내이행과 조기심사56)
일본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일본어로 된 PCT 출원에 관하여, 일본 특허청이 조기
에 국내 이행한 경우에도 조기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이행기한보다 전에 심
사결과를 입수할 수 있고, 그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외국 특허청에 국내 이행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57)

54) 일본특허청, 國內外で早期に權利を取得するために, 일본특허청, 2009, p. 16
5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tetuzuki/t_tokkyo/kokusai/researching_fee_return.htm
56) 일본특허청, 國內外で早期に權利を取得するために, 일본특허청, 2009, p. 17
57)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pct_jp_ikousins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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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특허법 개정 논의 사항
일본은 특허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논의되어오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로는 직무발명,58) 의료발명 및 의약관련 발명, 지재금융59)의 일본
내에서의 도입,60) 특허풀,61)62) 특허통일화(PLT), 생명공학 관련발명63) 및 최근 등장한 문제
58) 일본의 직무발명제도(특허법 제35조)는 2004년 특허법개정에 의해 크게 변화하였다. 개정 이전의 일본의 제도
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최초로 귀속시킨 후, 사용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승계하는
‘권리승계방식’을 채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직무발명보상관련 소송이 다발하고 법원의 판결도
상당한 대가의 액수로 판시되어 고액화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법원에서 고액 대가 판결이 계속되면
서 기업의 특허관리의 기저가 흔들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저해가 초래되면서 산업 국제경쟁력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에 경쟁산업성에서 책정된 “지적재산전
략대강”을 통해 직무발명제도를 검토하는 방침을 정하고, 산업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4년에
개정법이 국회에서 성립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골자는 개정법에는 기본의 틀을 유지하면
서도 문제의 소재였던 ‘상당한 대가’ 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간의 자주적 결정의 원칙을 중시하고, 대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양화하고 명확히 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다시 말해 종래대로 특허권 귀속의
발명자주의 원칙과 사용자의 무상실시권, 사용자의 예약승계권과 발명자의 대가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존
치하면서도, 대가청구권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4항을 신설하여 대가책정의 기준과 대가결정의 프로세스가 합리
적인 경우 대가결정을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기는 개정을 행하였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대가에 대해 사전에
정함이 없거나 대가결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래와 같이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 대가 산정의 기준을 더 다양화하고 명확히 하는 개정을 행하였다. 개정법의 최대 특징은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사적인 대가결정의 절차를 합리화한데 있다. 대가결정의 사적 자치를 원칙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양
당사자의 입장차이를 감안하여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행한다는 점에서 ‘자율존중형규제’의 유형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김삼수, 일본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특징 - 2004년 개정특허법을 중심으로 -, 2006년,
p.113).
59) 지식재산권의 유동화란 현금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개기관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지식재산권을 신용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유동성(liquidity)의 증대는 주로 증권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증권화함으로써, 자
본시장에서 이를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金建植, 李重基, “金融資産의 證券化”, "商事法硏究", 제17
권 제2호(1998), 76면; 권재열, “知的財産權의 證券化에 관한 序說的 考察”, "증권법연구", 제5권 제2호(2004),
p.225).
60) 일본의 경우 「知識財産立國」이라는 국가차원의 지재권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해 기업 등 지식재산의
소유자에게 경제활동에서 지재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정부도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1) 이에 따른 실무적 조치로 신탁제도의 활용과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려주고, 미국,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는 지
식재산권의 사업화나 유통을 촉진시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2003년에 ‘특허권의 유동화’가 처음 시도되었다(윤권순, 이승현,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에 관한 최근 동향, 2005,
p.2). 이후 2004년 12월, 신탁업법의 개정에 의해 수탁 가능한 재산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지
식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이 신탁을 이용하여, 지식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財團法人 知的財産硏究所, "知的財産の流通․流動化に係る制度的諸問題の調査硏究報告書" 2006, p.106).
또한,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관련하여 영화펀드 등에서 신탁제도가 이용되는 등 최근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맹수석,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증권법연구 제7권 제2호, 2006, p.264).
61) 특허풀(Patent Pool)은 표준특허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허풀을 통해 표준특허의 효율적인 라이선
스가 가능해졌으며, 표준특허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특허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이를 종
합해보면,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서로에게 또는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하기 위
해 한데 모은 특허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풀의 장점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센서들 각자가 라
이선스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소송비용을 없애준다.
세째, 단일한 경로로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한다. 네째, 라이선시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수요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부여한다. 다섯째, 특허풀을 통한 기술과 제품의 계속개발로 후발자의
기술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특허풀의 단점으로는 첫째, 라이센서들의 독점적 지위의 확보 및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 둘째, 라이센서들 간의 공모, 가격담합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특허료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세째, 특허풀 내의 경쟁자들 간에 미래 특허에 대해 공동출자하기로 계약한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특허청, 주요국의 표준특허 정책 및 글로벌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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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허괴물64)65) 등장에 따른 일본의 문제66)까지 논의67)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중 의료발
명, 특허통일화(PLT),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제5장 일본특허법 개정에 따른 시사점에서 자세
히 다루도록 한다.
직무발명, 지재금융, 특허풀, 생명공학발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언급만 있었
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삼아 다시 토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때문에 차후 계속
해서 이에 대한 논의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허 통일화(PLT),
특허괴물, 의료발명과 관련되어서는 제5장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구체
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략 연구, 2008, p.20-23).
62)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일본의 지적재산본부는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동시에 기존 사업에 대
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08년 발표된 지식재산추진계획2008의 내용 중 표준과 관련된 부분은 중점편
에서 최초 기본특허 선점 및 혁신적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국제표준화 대응을 강화하겠
다 내용이며, 본편에서는 지식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공통기반기술의 활용 촉진, 국제표준종합전략과의 연계
를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특허청은 혁신과 IP에 관한 정책위원회를 통해 표준과 관련한 특허의 원활한 활용
을 장려하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표준특허 심사 및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1) 표
준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표준 관련한 특허의 질 향상 유도 2) 표준화 기구 및 특허풀 사이트를 일본 특허청
사이트와 링크 3) IP 활용에 있어 반독점 적용 가능성 명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표준특허 확보에서 나
아가 질 높은 표준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특허의 활용에도 정책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주요국의 표준특허 정책 및 글로벌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2008, p.58).
63) 생명공학 발명과 관련하여 미생물발명, 식물발명, 동물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64) 특허괴물은 특허를 실시하지도 않고, 실시할 의도도 없으면서 특허를 이용해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이나 사람
을 빗대어 1999년에 Tech Search와 Intel의 소송을 벌인 변호사인 Peter Detkin이 한 말이다(Brenda Sandburg,
You May Not Have A Choice. Trolling For Dollars, The Recorder, Jul. 30, 2001, http://
www.law.com/regionals/ca/stories/edt0730a.shtml.[2007년 1월 15일 접속]).
65)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말을 최초로 사용한 Detkin은 2002년에 Intel을 떠나서 Intellectual Ventures라는 제품생
산은 하지 않으면서 수입 창출을 위해 특허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에 합류하였다(Terrence P. McMahon․
Stephen J. Akerley․ Jane H. Bu, Who is a troll? Not a simple answer, 7 Sedona Conf. J. 159, Fall, 2006,
p.159).
66) 일본은 제도운영과 법 개정을 통해 비교적 특허괴물의 활동이 어려운 환경 조성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사법
안정성으로 무분별한 소송 억제로, 특허권 침해사건에 대해 2개의 지방법원으로 관할 집중하여 특허침해사건
에 대한 집약적 처리 수행 및 하급심의 판결 파기율이 비교적 저조하여 특허권의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다.
67) 특허법 제104조의 3의 개정을 통하여 권리남용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분
명할 때는 그 특허권에 근거하는 금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
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특허법 104조 3에 반영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조업체 등에 고액의 화해금이나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특허관리회사”가 증가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무분별한 특허권남용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특허청은 「적정한 권리행사」와 「특허권 남용」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여 특
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2008년 말에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침마련은 변리사, 지식재산분야 관련 법학자, 독점금지법 관련 법학자, 경제학자, 기업실무자 등이
포함된「특허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경제산업성「전자상거래 및 정보
재 거래 등에 관한 준칙」(‘07.03)에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권의 행사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 적용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권리남용 법리적용 방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이외의 기술에 대한 특허권에 있어서
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특허청,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Invention
Capital 도입 필요성 검토 2008. 1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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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 특허법 개정 주요 연구주제
일본의 특허제도 연구회는 특허권 효력의 재검토, 특허의 활용 촉진, 신속ㆍ효율적인 분쟁
해결, 특허의 질 향상, 신속ㆍ유연한 심사 제도의 구축, 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추진이라는
전면적이고 폭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 특허법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주제가 다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주제들 중에는 이전부터 논의가 된 사항에서부터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하는 주제 등 다
양한 주제가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결론이 도출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차년도 내지는 5년의 연구기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주제로 삼은 것도 있
다.68)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우선, 올해에 제기된 주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어떠한 내용을 검토하자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특허의 질 및 특허권 본연의 자세

1. 특허의 질에 대하여69)
일본 특허제도 연구회에서는 특허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즉, ① 특허를 통
해서 보호하는 대상이 어떠한 수준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가의 실질적인 논점과 ② 실제로
당해 기준을 특허심사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논점이 그것이다.
물론 극히 우수한 발명만을 특허로 보호하여, 이렇게 부여된 특허만을 철저히 보호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지만, 벤처 또는 중소기업의 입장도 중요하다. 이에 작은 발명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요구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한 보호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뛰어난 발명이면 특허를 통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특허를 통하여 보호되는 발명의 수준이 각 나라마
다 상이하다면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방해가 될 것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단계에서부터 당해 특허 이전에 존재하던 기술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특허청이 조사를 하는 데에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
고, 학술논문 등 특허 이외의 문헌을 완벽하게 조하사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특허청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한, 각국의 특허청에 있어서 선행기술문헌에 대한 조사방식을 통일하면 어떤지에 대한 의견
도 나오고 있다.
68) 5년간 연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들이 많아서 이하에서는 테마를 소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69) 이하의 내용은 제1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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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제도연구회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특허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기본적
인 방향은 특허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심사하이웨이로 인한 공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출원인 및 특허청의 역할70)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허를 받고자하는 자와 특허청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되
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을 볼 수 있다.
먼저 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고자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의무를 보다 강력
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기술조사에서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배려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출원인의 선행기술조사의 의의를 더욱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에게 단순히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과의 비용형평(Cost
Balance)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특허청의 입장에서 특허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진보성의 판단에 대
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고를 한다고 해서 현행의
제도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만, 심사관마다 다를 수 있는 판단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즉,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객관적인 심사를 하려
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진보성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심사관의 판단뿐만 아니라 법
원도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재판에서
도 진보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진보성의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만 특별히 너무 높은 수위를 고수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
도 있었다.

3. 특허권 본연의 자세에 대해71)
특허권에 기한 특허제품에는 여러 가지 특허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하나만 침
해되더라도 제품 전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특허권은 강력한 효
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논의에 앞서서 당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업
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자인가
의 여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은 (무권리자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70) 제6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71) 이하의 내용은 제1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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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허권이 민법상의 물건을 지배할 권리, 즉 소유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는 관념에 기
인한다. 한편, 소유권은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도 포함한다. 이 점을 근거로 하여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연구회에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하의 실시허락제도나 재
정실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실시 허락제도72)는 (무권리자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
우 특허등록료를 저렴하게 하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 하에서는 등록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으면 (당해 제도가 작용하여 무권리자의 당해 권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반드
시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하였다.
재정(裁定)이라 함은 경제산업성 대신(経済産業大臣) 또는 특허청장관(특허청장)이 특허권
자에게 강제적 라이선스를 명하는 제도이다. 이를 활용하여, 침해사건에 있어 침해를 한 것
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재정을 청구하여 특허권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해
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원래,
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침해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재
정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재정을 청구하는 한편,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 어느
쪽의 판단이 먼저 나오는지도,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지의 본연의 자세는 예전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47년(昭和
22년)에 독점금지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특허권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특허권을 소
유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독점금지법에 도입하면
어떤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될 연구에서 ‘특허의 질 및 특허권 본연의 자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발명ㆍ발명자의 보호에 있어서 방향

1. 직무발명제도73)
최근의 재판례를 보면, 종업원과의 사이에서 약정한 대가가 개정법 하에서 정말로 존중되
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개정법의 적용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제도를 개정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연구자의 정보은닉에 의한 연구개발팀에 끼치는 악영향이

72) 통상실시 허락제도라 함은 실시허락을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유지료 등을 감면
하여 주는 제도이다. 실시허락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허의 유
통활용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73) 제7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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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리스크가 높고 예견가능성 저조로 인한 연구개발투자의 감소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
려가 있다. 앞으로는 직무발명의 취급을 기업과 종업원 사이의 계약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
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법 제35조가 만약 삭제된다면, 극히 포괄(개괄)적인 규정인 민법 제90조74)가 적용되
어 예측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제35조를 남겨두면서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쪽이 일반법에 맡기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보인다.
개정법 하에서라도 특허법 제35조 제5항75)에 있어서 결국 구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판
단이 되어 성과 없는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때문에 앞으로
는 제도폐지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선발명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선원주의를 취하는 일본은 종업원의 교섭력이
약하다 할 수 있다. 노동실태와의 조화 등도 제도의 본연의 모습을 판단하는데 생각해야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2. 모인출원제도에 관한 구제조치76)
모인출원에 대해서 외국에서 입법수단을 통해서 구제방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
의 경우에도 모인출원 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많다
고 한다. 특히 모인출원 되어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가 가져야할 권리
를 이전을 통해서 되찾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특허제도연구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모인출원 되어 권리화 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
에게 이전(명의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실무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는 지적이 있었다.

3.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있어서 학술단체 및 박람회 지정제도
폐지77)
외국의 학술단체의 신청 및 지정은 그 예가 없고, 해외의 학회 등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신규성을 상실하는 상황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
는 것이 옳지 않은가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학 등에 있어서는 본 지정제도의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개선하는 것이
74) 공서양속에 반한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규정
75) 대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정한 점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는 대가의 금액은 개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
76) 제7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77) 제7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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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할지모르지만, 한편으로 산업계에서는 요구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등
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조치에 의지하지 말고 조기에 출원하는 것을 재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 특허보호대상78)
특허보호대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바로 발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의 발명의 정의규정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사용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 특허조약과 같이 불특허사유를 열거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가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
고 시대의 흐름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물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특허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현행의 정의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할 때 특허법과는 다른 법체계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그쪽이 법적인 안정성
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또한 특허의 보호대상을 넓히고자 할 때는
법개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며, 외국의 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만
약 발명의 정의를 전부 삭제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같이 발명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이러한 논의에 대
해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존의 법체계에서 발명의 정의규정을 삭
제하고 보호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보호범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주제는 간단하게 결정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일본의 개정논
의를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특허권의 효력 재검토

1. 금지청구권에 대하여79)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판결에서의 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방법은 형평
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일본에 도입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일본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점으로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금지청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반해서 미국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의 경우 징벌배상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이

78) 제7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79) 제2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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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금지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 예외적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eBay 판결
은 미국의 일반원칙을 특허권침해에 적용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제도 및 실무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금지를 제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
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특허권 침해를 회피하
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게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후 라이선
스 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금지할 수 있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지청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제품 중 기여도가 낮은 특허를 회피하는 것은 일정기
간 지나면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특허의 기술적 회피에는 많
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데 있어서 유예기간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
다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작은 기업이 시장 확대나 독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기업이 작은 기업의 특허를 무시하여 대규모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eBay판
결에서의 4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금지청구가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즉,
일본과 미국의 특허보호의 상황은 동일한 듯 보이지만, 제도에 있어서 보호범위(두께나 깊
이)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초창기에는 특허권을 효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
었지만, 이후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뒤를 쫓아 특
허권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지금 특
허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 마치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일주일식 늦게 나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형상과 같다고 보기도 한다.
일본은 각국과 비교하여 진보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특허권에 의한
폐해는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재판에 있어서 무효의 항변이 모두 인용되는 경우도 많고, 제품
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고액배상이 나오기 어
려운 등, 특허권이 강한 것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소송의 폐해는 없지만, 특허권 침해경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
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허권 성질에 대해서 종래는 소유권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왔지만, 지적재산이 토지나 건물 등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본질
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권을 소유권과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를들어 특허
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고려해야할 요소를 특허제도 특유의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론적으로 일정한 경우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해서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여
지가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대체조치 등과 같은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뿐만아니라 특허권의 효력으로서 장래의 금전적 전보와 금
지청구는 세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허권이 재산권인 이상, 대체조치 또는 그 후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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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실을 경제적으로 전보하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을 위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실무에서는 다른 법영역과 동일하게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다. 금지청구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무효 또는 권리범위를 좁게 판단하여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여겨지나
이것으로는 침해 자체가 부정되어 손해배상까지 부정하게 됨으로, 지나친 상황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권리침해가 인정된 경우,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는 사례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제도상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일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허권의 보호수위가 낮아질 염려가 존재하게 된
다.
금지를 제한하더라도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이론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나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형사벌의 적용을 하지
않고, 침해의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과 같은 효과를 금지제한에 수반하게
하는 제도의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추가로 유상양도된 특허권에 의한 금지는 그 목적이 실시료의 수입이나 손해배상인 경우
가 많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를 권장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재정실시권80)
현행 재정실시권제도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정 이외의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라이선스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재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제도 그 자체까지 사용하려는
요구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리서치툴(リサーチツール)81)에 대해서까지 재정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실시권제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타국의 제도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도입된 것인 바, 법원이 재정을 실시한다고 하더
라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3. 특허권효력의 예외범위82)
특허권 효력의 예외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이나 연구에 어떠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80) 제2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81) 실험용 동물이나 실험장치 ㆍ 기기, 데이터베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말한
다.
82) 제2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 36 -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서치툴(リサーチツール)의 사용, 타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의
약품의 연구 등에 대해서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경우 리서치툴을 사용하는 측과 개발하는 측의 인센티브에 대한 형평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덧붙여 대학에서는 실제로 문제시 되지는 않을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는 판례의 축적에 따라 예외적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도록 운용하여,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법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제4절 특허의 활용촉진

1. 통상실시 허락제도(LOR; Licenses of Right) 도입83)
기업은 요금 감면에 따른 경제 효과는 크기 때문에 통상실시 허락제도84)의 도입에 찬성
한다. 하지만, 통상실시 허락제도의 도입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요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제
도가 이용되어, 실제로는 유통 촉진과 연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제도
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즉,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라이선스료의 설정 방법 또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라는 것이다. 또한, 특허회계(会計) 전체에 대한 충격이나, 기존
의 특허에 대한 경과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의 활용이 활발히 진척되지
않는 현상이 활용할만한 특허가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즉, 제도 도입은 활용 촉진에 극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생시키는 단서가 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결국 활용이 촉진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장점도 있
겠지만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나오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통상실시 허락제도에 대해서는 제5장 제6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등록대항제도의 재검토85)
현행 등록을 통한 대항제도와 관련하여,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은 통상실시권자는 특
허권의 양수인 등 제3자로부터 금지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면 되지만, 등록이 비즈니스 실무상 곤란해 그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83) 제3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84) 통상실시 허락제도(ライセンス・オブ・ライト 제도)라 함은 실시허락을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등록한 특허
에 대하여 특허유지료 등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실시허락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허의 유통활용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85) 제3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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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을 가능하게 하는 당연대항제도(当然対抗制度) 도입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당연대항제도는 민법일반원칙과의 관계에서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특허권 거래는 제도에 정통한 업자간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 실무에서 적정평가절
차(デュー・デリジェンス; due diligence)86)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안
전을 해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무의 실태에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정평가절차(due diligence)를
통하여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평가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고, 이러한 이
유로 적정평가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관행으로 성립되어 있다면 당연
대항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적정평가절차(due diligence)의 실시 정도는 거래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특허권 매매의
경우와 다르게 기업 매수와 같은 경우, 크로스 라이센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위의 적극적 도입에 제동을 거는 의견도 존재한다. 즉,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법제
도는 사회경제의 인프라와 같은 것이다. 필요시 예외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같은 경
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필요하다. 당연대항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하에서와 같
은 3 가지 장애가 있다. 첫 번째, 통상실시권이 특허권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통상실시권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하는 경우 당해 주장을 함에 있어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세 번
째, 요구되어지는 수준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제3자
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등록이 곤란하다는 이유뿐만이 아닌, 현대 사회의 상황에 맞은 적
극적인 이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에 대해서 다시 특별법적 지위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법상
일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위해서는 특허권 양수인과 라이선시(licensee) 쌍방의 실무적
요구와 이론적 설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론적 설명과 관련하여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민법은 무체물에 관한 일반법과는 반드시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민법 일반원칙의 예외(借地借家法 등)
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체물을 전제로 하는 통상실시권에 민법상 예외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다.

86) 물품ㆍ권리 구매, 투자, M&A 등 상업거래 시 행하여지는 권리ㆍ기업의 재산적 가치나 상황 등에 관한 각종
조사. 본문에서는 구매 예정의 특허권에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가리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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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독점적 라이선스(전용실시 폐지)87)
독점적 라이선스에 관한 요구는 업계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업계는 독점성을 확보하는 것
보다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제약업
계는 이용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독점적
라이선스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제도는 일본 및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
이기 때문에 외국기업과의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제도를
폐지하고 독점적 실시권과 비독점적 실시권이라는 2가지로 정리하여, 모두 계약에 의해 효
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면 외국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용이하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이 제
시된 것이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가 문제없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라이선스 관련 정
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등록하는 것 자체에 마이너스 요소가 존재
하는 전용실시권 등과 관련하여, 등록이 문제없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현행 전용실시권제도는 거래 안전을 강하게 중시하는 제도이
지만, 실무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시대에 적절한 제도인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
가 있다.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때에만 등록이 필요한 제도
는 민법상 물권의 구조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민법적
측면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강한 권리는 밖에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라
고 생각되고 있다. 지적재산적 측면에 있어 정보개시에 의한 권리자의 불이익에 대응하여 독점
적 라이선스의 개시 사항의 범위를 현행 전용실시권보다 좁히는 것을 검토할 때, 공시시스템이
라는 측면과의 타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5장 제6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4. 출원단계에서 조기활용88)
출원 단계에서의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가능하게 하거나 출원 단계에서의 특허권 공
시ㆍ등록제도 창설은 실무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있다. 양도담보
에 의한 자금조달은 금융기관이 특허권의 명의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권리를 가진 벤처기업
에 있어서는 저항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의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별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게 해도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제5장 제6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87) 제3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88) 제3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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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

1. 침해소송의 판결확정 후 무효심판 등에 의한 재심의 취급
특허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심결정정부분의 확정에 대한 일본 특허제도 연구회에서 분위
기를 언급하자면, 기본적으로는 飯村 敏明 知的財産高等裁判所

판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

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을 듯이 보인
다. 하지만, 심판제도 및 재판제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각 주제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다.

가. 심리판결의 확정ㆍ정정의 허락 여부 판단89)
일본의 최근 판례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청구항마다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부분 확정시
키는 경향이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공시방법 등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
다고 생각되는 바, 판례의 경향에 따라 심리판결ㆍ정정에 대하여 부분 확정시켜 적절히 공
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덧붙여 정정심판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안정화의 관점에서 권리를 수시로 부분 확정시켜 적절한 시기에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제도는 외부에서 볼 때 당해 권리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IT기술을 활용하는 등, 이용자(ユーザー)에 있어서 접근 가능한 공시 제도가 되
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를 조기에 확정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부분
확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려
의 목소리다.
미국에서는 모든 청구항에 대한 판단이 확정된 단계에서 공보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권리의 상태가 공시되지만, 공보 발행까지 특허성이 인정되어 다툼이 없는 청구항에 대해서
는 그 단계에서 부분 확정을 하여 부분 확정된 권리의 내용은 누구라도 열람 가능한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과 정보를 열람 가능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부분 확정시마다 부분 확정된 청구항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공시
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즉, 신속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부분 확정이
적합하지만 제3자가 알기 쉽게 한다는 관점에서는 특허 전체에 대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어떠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일반

89) 제5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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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부분 확정은 복잡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대응이 곤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분 확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레벨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고려하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권리를 특허 단위로 생각하는지 또는 청구항 단위로 생각하는지와 관련
된 것으로 특허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된다. 권리를 특허 단위로 생각한다면 일부에 대
한 정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정청구 전체가 허용되지 않게 되어 권리자에게 가혹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고, 때문에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예비적 정정청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권리를 청구항 단위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논점이
제기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항에 대한 정정과 함께, 명세서에 대한 정정의 허용
여부판단ㆍ확정ㆍ공시의 취급 등, 관련된 논점은 많다.
일본 특허연구회에서도 현재 해당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찬반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오히
려 반대로 본 연구회 위원인 저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향후 개인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2. 특허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심결정정부분의 확정90)
최종적인 결정수단인 재심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즉, 사후
의 심결확정이 침해소송의 재심사유91)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번 논의의 대상에 해
당하는 다른 문제도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특허무효 심결의 소급효과92)에
대한 고찰을 철저히 할 것인지, 기존 분쟁해결의 결과를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
제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특허의 효력을 어떻게 생각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
기 때문이다.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었던 과거의 제도를 전제로, 사후의 심결확
정이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이 도입되어 침
해소송으로 특허 유효성 판단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심
결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특허의 유효성이 판단된 침해소송
의 확정판결은 사후의 심결확정에 의해 뒤집히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남는다. 이
에 대하여 제도 이용자는 어느 쪽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후의 심결확정에 의해 확정된 침해소
송이 되풀이되는 것은 허용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소급효과를
90) 제4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91) 일본 민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
를 통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공소 혹은 상고에 의하여 당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재심사유
를 열거하고 있어, 무효심결의 확정은 동조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 혹은 형사 판결, 그 외의 재판 또
는 행정처분이 후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2) 일본 특허법 제125조는 「특허 무효화시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효심결의 효과가 심결확정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로도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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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것에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지만, 오히려 법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가 문제
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생김(生海苔)의 이물제거처리장치 재심사건93)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영향을 받
아 제도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바꾸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침해소송과 그 후의 무효심판 간에 결론이 다른 원인으로는 첫째, 공지기술에 관한 새로
운 증거의 발견, 둘째, 침해소송 경로와 무효심판 경로 간의 순수한 판단 불일치에 의한 경
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첫번째에 대하여서는 후에 발생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침해소송에서 무효의 항변을 주장할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다
시 문제 삼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가라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공익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는 것인가라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소송으로 특허무효의 항변 및 정정의 재항변94)이 주장될 수 있기 때
문에, 침해소송에서의 판결확정 후에 재차 다툴 여지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인정될 확률이 낮은 경우,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무효심
판 청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심으로 패소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면, 계속하여 무
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무효가 될 확률은 판단기준의 불규칙
함과 새로운 증거의 출현에 의존한다. 후자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을 제한하자는 안
(案)도 있다. 특허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1회의 분쟁처리절차 계속
중에 무효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무효사유에 관한 증거를 후에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
지 않는 정리(整理)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침해소송에서의 판결확정 후,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상적인 경우에 해당한
다. 확정된 판결이 후에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침해소송이 불안정한 분쟁해결 수단
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분쟁해결 모델로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
심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에서의 특허권은 침해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후에 특허가 무효화되어 권리행사의 결
과가 번복될 잠재적 위험이 높다는 인식에 따라, 일본에서의 출원을 보류하는 국제적인 움
직임도 있다고 들었다. 무효심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침해소송으로 철저
하게 다투어, 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켜 재심이 청구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무효심결의 효력이 소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본 특허법 제125조95)를 개정
하여, 장래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지에 의견도 추가로 제기 되기도 하였다. 즉, 그
93) 지재고등법원 平成 20년 7월 14일 판결(平成18年(ム)第10002号事件、同第10003号事件). 특허침해에 근거한 금
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확정 후, 특허무효심결 확정에 의하여 재심청구 인정 및 금지청구 확정판결을 취소하
여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94) 침해소송에 있어서, 피고(침해자)가 행한 특허무효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특허권자)가 「정정에 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해소되어, 그 정정이 행하여진 후에도 피고의 제품이 당해 정정 후의 특허권을 침해한
다」고 하는 취지를 주장하여 되돌려주는 것.
95) 앞의 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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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 명할 수 있던 금지가 장래에 계속된다고 하는 문제가 남지만, 그것
을 무효로 하기 위한 법률적인 수단을 행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리가 무효로 되더라도
과거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로열티의 반환의무는 없다는 것이 유력설이며, 특허가 무효
로 되었을 경우의 효과를 장래에만 미치게 하는 고려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3. 무효심판의 흐름(루트)96)
형평성은 중요한 것인데, 극단적인 사례에 얽매여 무효로 되어야 할 특허를 무효화할 기
회가 박탈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범위의 한정97)은 행정소송으로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상
식적으로는 심리 범위를 확대하여 가능한 한 1회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
게 제대로 주장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대두된다. 덧붙여 무효심판 청구의 제한에
있어서, 더미(dummy; 여기에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함)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상식적으로 더미(dummy)를 걱정한 나머지 제도 개정에 반대하여서는 아니 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미국적 발상에서처럼 하나의 절차로 내줄 수 있는 것은 내 주고 결말을 내는 방법이 좋다
는 것이다. 거듭되는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제로 증거로 제출된 선행기술에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일지 의문이며, 미국의 재심사제도와 같이 특허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증거가 아닌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의견이다.

4. 무효심판의 확정심결 후 제3자의 효과(특허법 제167조)98)
지금까지, 이 제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제도 개
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효불성립심결이 확정된 심판의 증거에 하나라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동일한 증거”가 되지 않고 다시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
문에, 현실에서는 이 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어, 이 제도를 바꿀
만큼의 큰 요구는 없는 것 같지만, 역으로 남겨두어야 할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이 규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이 확정된 심판과 동일
한 사실 및 동일한 증거에 따른 침해소송이 있는 경우에 (일본)특허법 제104조의3에 규정된
무효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면, 실제 손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규정 도입 당시, 모델이 된 오스트리아에서는 동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일본)에서 동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96) 제4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97)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오로지, 당해 심판절차에 있어서 심리 판단된 무효사유(거절사유)만이 심리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해석된다.(最高裁昭和51年3月10日判決〔メリヤス編機事件判決〕、昭和42年(行ツ)第28号事件)
98) 제5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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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침해소송에서 무효의 항변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특허권에 대해서, 본 규정에 따라 무효의
항변으로 주장된 무효사유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무효심판을 청구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하여도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특허제도 본연의 자세의 관점에서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동일한 증거 등에 근거하여 몇 번이고 무효심판을 청구되게 되면 특허권자는 그 대응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대학은
어려울 것이고, 제167조의 조문을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이 확정된 심판의 증거에 단 하나의
다른 증거를 더했다는 것만으로，“동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
해 조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제도에는 실제의 손해가 없다고 말해
지지만,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헌법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5. 법원에 있어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관한 제도정
비99)
어떠한 서포트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전에, 기술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 모
두 갖추고 있는 인재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이과ㆍ문과 간의 벽이 높고 또한 로스쿨 등의 현상을 생각해보아도
그러한 인재가 육성될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에게는 법률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원 경험자(委員経
験者)로부터는 법률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지식이 필수라는 지적이 많다. 법률적 지식이 필
요한 점에 있어서는 조사관 제도와 중복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도 포
함하여 양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위원은 현재 대학교원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수당이나 근무 체계 등을 정비하여 참가의 유인이 용이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정보를 기본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
외의 정보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조사관은 어디까
지나, 재판관을 서포트하기 위한의 것으로 그 설명 내용이나 조사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는
다.
판사에게 기술 전문성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기술적인 배
경을 가진 판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배경만을 가진 판사와의 차이는 미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결국 기술 전문성의 유무에 대하여 지나치게 구애되지 않아야 할

99) 제5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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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판사에게는 증거의 가치를 판
별하여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판사는 조사관 등을 이용하
지만, 이용의 태양(態様)이나 정도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분쟁해결과 진리탐구 중 어느 것을
중시하여야 하는가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인 배경의 유무에 의
한 차이는 미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판사에
게도 기술적 배경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현행 재판 제도는 특허소송 이외의 전문
소송을 포함하여, 판사가 전문 지식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 등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것이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기술적 지견(예를 들어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서는 재판인 이상, 오히려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맡겨
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배경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의 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인
바, 기술적 지식이 없어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조인 자격이 없는 기술계 재판관을 임용하는 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다.
미국에는 기술과 법률 양쪽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능을 하고 있는 제도(전문가증인이나, 법원으로부터 임명되어 판사 대신에 절차를 진행하
는, 스페셜마스터로 불리는 제도 등)가 있지만,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를 상황이 다른 우리
나라(일본)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일본)에서 현재 활용 가능
한 인재를 사용하여 공평한 기술적 지식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실정에 적절한
서포트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일본)와 비교하여 이과 출신의 법조인은 많지만, 판사를 선택할 즈
음에서 이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시되는 것은 아니라, 넓은 시야나 지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들었다. 대심구조(對審構造)인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서로 공격과 방어할 기회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전문
위원이나 조사관이 판사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지 알 기회가 부여되는 것도 대심구조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일본의 법조교육은 여러 가지 가치기준 하에서, 사물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점으로
고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법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조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특허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한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그 후의 사업 전략이나 투자전략이 서지 않는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제도의 정비에는 찬성한다. 이에 덧
붙여 특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구조에 대한 고려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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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흐름이나 시세관(相場観)에 관해서는 특허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고, 이것이 권리의 안정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6. 더블트랙(doubletrack)100)에 의한 대응 부담ㆍ판단 불일치101)
Kilby(キルビー) (일본)대법원 판결102) 및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103)은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념에 근거한다. 그러나 침해소송 피고의 상당수는 무효
심판도 청구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로 활용에 따른 분쟁처리결과의 예측이 곤란하게 되어,
침해소송이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동일한 증거나
이유에 대하여 침해소송에서의 피고에게 특허무효를 주장할 기회를 이중으로 부여하고 있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침해소송 또는 무효심판 중 어느 하나로 한정하
는 것이 아닌,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에 의해 발생되는 특허권자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입법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제도로서는 특허권의 유효한 권리범위에 대한 신속한 확정과 함께, 간결하고 명확하며 균
형 잡힌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해소송 제기 후에는 무효심판청구를
금지하고, 판사의 심리를 통한 특허청에서의 유효성 판단을 위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무효의 판단에 대세효104)를 가지게 해서 특허무효의 판단 효과가 장
래에만 미친다105)고 한다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과 행정의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전의 특허권에는
법적 안정성이 있었지만, Kilby 판결 이후에 붕괴되어 이를 어떻게 회복할 지에 대한 논의
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블트랙(ダブルトラック; doubletrack)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논의도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침해소송 시 권리범위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특허청에 재심
사106)를 청구하면 재판절차의 중지가 인정된다. 재심사 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주장이나 증

100) 분쟁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두 개의 루트로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101) 제4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102) 最高裁平成12年4月11日第三小法廷判決(平成10年(オ)第364号).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
허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심리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그 특허권에 근거한 금
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03) 「법원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裁判所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16年法律第120号)」에 의해 일본 특
허법 제104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어,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 등에 대하여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인 것으로 인정될 때」는 특허권자 등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피의침해자에게 특허무효항변이 인정되었다.
104) 침해소송에 있어서 무효판단의 효과는 소송당사자간에게만 미치지만(상대효과), 이것을 소송당사자뿐만 아니
라 제삼자에도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무효가 대세효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05)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청에 의한 무효심판에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 당해 특허권은 과거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일본 특허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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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침해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고, 소송과 동일한 증거나 이유
에 근거한 재심사 청구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더블트랙이지만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
는다. 또한, 미국의 경우 법원에는 기술 전문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서 특허법 개정안 심
의에 있어서 재심사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 중에 있다.
산업계로서는 현행 제도상 더블트랙을 없애는 것이 아닌, 병행하는 경우 무효심판의 신속
화에 의하여 판단 불일치의 해소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본래, 분쟁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비용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신뢰성 높
은 제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효심판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당사자는 무효심판보다도 침해소송에 힘을 쏟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허의 유효
성 판단은 침해소송에 집약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력을 다한 침해소송에서의
결과와 관련하여, 양당사자에 대하여 현재보다 강한 효력을 부과하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당사자 측면에서 무효심판에 의한 판단을 원하는 것으로는 첫째, 최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판단 필요한 경우, 둘째,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기술의 흐름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세
관; 상장관; 相場観)이 필요한 경우이다. 침해소송이 일관된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전문지식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제도의 신뢰성도 증가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특허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전
환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계의 입장은 무효심판의 청구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
이 있지만, 대학이나 중소기업의 의견은 다를 것이다. 체력이 약한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특
허를 무효화하려는 다수의 시도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은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효심판으로의 일원화는 Kilby 판결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여 그 폐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침해소송으로의 일원화는 법원에 의한 기술적 쟁점판단에 있어서
불안감이 존재한다. 결국, 법원과 특허청 간의 역할분담의 문제로 귀착되겠지만, 기술관청인
특허청의 판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제도이용자가
희망하는 이상, 특허청에 의한 판단을 받을 기회는 남겨 두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특허
청의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른바 「뒤늦은 지혜 판단」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율 및 정확도
향상이 신뢰성 높은 소송제도 구축에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무효심판제도 자체도 존재 의의는 있지만, 침해소송으로 유효성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다시
무효심판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침해소송에서 특허청의 입장(知見)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의견을 구하는 제도(求意見制度) 등에 의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일부러 무효심판을
병행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06) 미국에 있어서, 특허권이 성립한 후 다른 특허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선행기술을 증거로, 미국 특허
청에 재차 특허의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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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신속하고 유연한 심사제도 구축

1. 심사착수 시기의 다단계화에 대하여107)
실시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심사
착수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기술 분야에 따라 요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
과 심사착수를 미루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가 복잡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출원인에게 발명의 권리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제3자가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
하지만, 심사청구기간을 길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심사착수시기의 다단계화에 대해서는 심사에만 한정하지 않는 폭넓은 시각에서 세
부까지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되며, 이는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의 관점에서 시의적절
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사착수시기를 부질없이 늘리는 것은 아닌지 의
문이라는 것이다.

2. 가출원제도의 도입108)
산업계는 가출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가출원이 항상
사용하는 제도로서 필요하지는 않지만, 논문 발표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에서는
그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한다. 이에 PLT를 근(준)거로 하는 출원제도와 가출원제도109)를
병존시키는 것은 특허제도를 복잡하게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가출원은 일견 좋을
것 같지만, 논문을 그대로 출원하면 후에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출원지원은 가출원제도의 도입에 의해서가 아닌, 대학의 직원(staff)이나 변
리사 등에 의한 인적지원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
로 접근하기도 한다.
일본 특허제도 연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가출원제도에 도입여부는 현재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LT 도입 등 다른 제도의 개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PLT 등 다른 영역에서의 요구
가 있는 경우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7) 제6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108) 제6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109) 가출원제도라 함은 후에 정규출원을 전제로 하여 이루지는 특허출원으로 미국 특유의 제도이다. 가출원은
공개되지 않고, 실체심사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가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포기된 것으로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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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심사제도의 확충
가. 법원의 공중의견 청취절차 도입110)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의미는
크다고 한다. 즉,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법원에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인 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 지재권학자에 의한 법정조언자에 의한 의견서(amicus brief;
アミカスブリーフ)111) 제출기회는 많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도 관여할 수 있어 법조교육의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나. 제3자의 역할(공중심사112))113)
공중심사(CPR, Community Patent Review)는 특허 심사의 효율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공중심사제도는 민·관 워크 쉐어링을 통한 특허성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수집·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 기술자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인터넷상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리뷰(공지기
술 제시, 특허성 평가)를 실시114)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공중심사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재)지적재산연구소를 공중심
사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 및 관리 하에 공중심사제도를 실시115)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일본 지적재산연구소는 공중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선행기술 제시 및 특
허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중심사제도 하에서 리뷰어는 인터넷(CPR 포털 사이트)
을 통하여 공지기술 제시 및 특허성 평가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제시된 선행기술과
리뷰 대상 출원과의 관련성에 대한 코멘트 제시 및 다른 리뷰어가 제시한 공지기술·코멘트
에 대한 코멘트 제시와 같은 사항도 담당하게 된다.

110) 제4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111) 확립되지 않은 법률문제 또는 심리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일반 공중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
는 제3자를 대표하여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가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법상 제도이다.
112) 공중심사라 함은 기술자를 비롯한, 공중의 지견을 활용하여 특허심사나 부여된 특허권에 대한 재검토를 실
시하는 것으로 특허의 질적 유지ㆍ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113) 제6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114)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と知財政策に関する研究会 検討資料(案)), 2008, p. 124
115) (재)일본지적재산연구소, コミュニティパテントレビュー＜レビューマニュアル＞, 200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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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중심사(Community Patent Review) 절차흐름
일본특허청, イノベーションと知財政策に関する研究会 検討資料(案)), 2008, p. 126

공중심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특허부여 후에 할 수 있는 사정계116)인 ‘특허 무효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특허권이 부여된 후 개인의 권리가 된 이상,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절차에 의하여 다투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중심사적인 것
은 특허부여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
약 후자의 경우라면, 출원공개 후 일정기간동안 특허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기심사
등에 의하여 심사를 빨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심사의 질이 높
아지고 있으므로 공중심사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이러한 공중심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폐지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진보성의 수위(level)는
국제적인 시각으로서도 일본만 높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 특허권이 부여된 후
에 특허청의 재량으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
적도 있다.

116) 특허 무효화 절차로는 특허청과 출원인 간의 대립 구조로 심리하는 사정계 절차와 특허권자와 제3자 간의
대립구조로 심리하는 당사자계 절차가 있다. 이와 함께 平成 15년, 개정을 통하여 무효심판에 통합된 이의신
청제도는 사정계 절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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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추진(PLT 가입을 위한 형식적 요건
의 완화)117)
일본의 절차는 타국과 비교하여 매우 엄격하다. PLT118)에는 조속히 가맹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그에 따른 당면과제로 PLT에 대응한 출원요건의 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
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PLT에 대해서는 제 5장 제1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
도록 하겠으며, PLT에 대해서 참고로 추가로 언급할 수 있는 일본 특허제도연구회에서 언
급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PLT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사
회적환경이 성숙되는 시기에 맞추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가입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117) 제6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118) 특허법 조약(PLT)은 각국마다 상이한 각 국내출원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를 통한 출원인의 부담경감을 목적
으로, 이와 함께 절차상 흠결에 의한 특허권의 실효를 회복하는 등의 구제를 규정한 조약이다. 2000년 6월에
채택되어 2005년 4월에 발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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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특허법 개정을 위한 특허제도 연구회
일본은 특허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특허청, 실무가인 판사, 변호사, 변리사와
실무가, 학자로 구성된 틀을 벗어나, 일본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저적재산전문가
인 미국이나 아시아(특히 한국)의 인사를 초청하여 위원을 구성하였다. 즉, 미국에서 2인, 한
국에서 1인을 위원으로 초청한 것이며, 이러한 외국 인사의 초청은 처음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외국인사의 위원으로의 초빙 자체가 하나의 큰 오픈이노베이션이지 않을까 한다.
특허제도 연구회는 일본이 50여년간 유지해 오던 특허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하
지만, 이러한 특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기침체라는 악조건에서도 자국의 이
익만을 우선시하는 자의적 보호가 되지 않을 것에 유의하고 있다.119)
이렇게 중요한 개정이기 때문에 특허제도연구회는 매 연구회마다 특허청장관(청장), 기감
(차장), 부장(국장), 과장 등 30여명 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며,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발로
라는 생각도 든다.
연구회의 진행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연구회의 장이 특허청장이 아니고 일본의 三菱電氣
그룹 회장인 野間口씨라는 것이다. 조금은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특허청의 자세는 본
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연구위원은 아래와 같다.

委員名簿
座長 野間口 有 三菱電機株式会社 取締役会長
委員 飯村 敏明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判事
大歳 卓麻 日本IBM株式会社 会長
大渕 哲也 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 教授
奥山 尚一 理創國際特許事務所 弁理士
片山 英二 阿部·井窪·片山法律事務所 弁護士· 弁理士
佐佐木 剛史 トヨタ自動車株式会社 知的財産部長
白石 忠志 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 教授
竹中 俊子 ワシントン大学ロスク"ル 教授
田中 昌利 長島·大野·常松法律事務所 弁護士·弁理士
山口 洋一郎 レ-ダ-フィッシュマン&グラワ-法律事務所 米國弁護士
山本 敬三 京都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教授
尹 宣熙 漢陽大学校法科大学 教授
渡部 俊也 東京大学先端科学技術研究センタ- 教授
渡ﾓ 裕二 アステラス製藥株式会社 知的財産部長
표 8 일본 특허제도연구회 연구위원

119) 제1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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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十音順）

연구회의 주제는 우선 특허청이 그간 논의되어왔던 주제를 기초로 이를 위원들이나 관련
단체에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게 되고, 회의 중 나온 주제는 차기 주제로 정하여
연구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부 속기록에 의해서 작성된 후 연구회에서 합의된 자
료만 매스컴이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그리고 배포한 자료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즉석에서
폐기되고, 일부 자료만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체 개정에 대해서는 그 전면성이나, 곤란성을 들어 1년 안에 개정내
용을 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총 5년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
의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쉽게 결론나지 않는 내용은 차년도 연구과제로 넘겨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을 위한 충분한 연구검토는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제1회 특허제도연구회 : 2009년 1월 26일(목)
제2회 특허제도연구회 : 2009년 3월 27일(금)
제3회 특허제도연구회 : 2009년 4월 24일(금)
제4회 특허제도연구회 : 2009년 5월 29일(금)
제5회 특허제도연구회 : 2009년 7월 6일(월)
제6회 특허제도연구회 : 2009년 8월 25일(화)
제7회 특허제도연구회 : 2009년 10월 2일(금)
표 9 일본 특허제도연구회 2009년 회의일정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연구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정리하겠다. 이하는 연구회별 논의사항이다.

제1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 특허제도 재검토의 논점
․ 특허권 효력의 재검토
․ 특허의 활용 촉진
․ 신속·효율적인 분쟁해결
․ 특허의 질 향상
․ 신속·유연한 심사 제도의 구축
․ 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추진
○ 특허제도연구회의 심의내용 공개에 대하여
○ 특허제도연구회에 대하여
제2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 특허권 효력의 재검토에 대하여
․ 금지청구권(差止請求權)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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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실시권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해
․ 특허권 효력의 예외 범위에 대하여
제3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 특허의 활용 촉진에 대하여
․ 실시허락 준비제도(LOR 제도)에 대하여
․ 라이선스에 의한 대항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 특허출원 단계부터의 조기 활용에 대하여
제4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 신속·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하여
․ 더블트랙(doubletrack)에 의한 대응 부담·판단 불일치에 대해
․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을 다시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 무효심판 경로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 법원의 공중의견 청취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 도입에 대하여
제5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 신속·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하여(2)
․ 기술적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제도정비에 대하여
․ 심리판결의 확정·정정의 허락 여부 판단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 무효심판확정심결의 제3자 효과(일본 특허법 제167조)에 대하여
제6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동향과 신속·유연하고 적절한 권리 부여에 대하여
․ 특허법조약(PLT) 가맹을 향한 검토에 대하여
․ 가출원제도에 대하여
․ 심사착수 시기의 다단계화에 대하여
․ 특허의 질적 향상을 향한 출원인·특허청의 역할에 대하여
․ 제3자의 역할(공중심사)에 대하여
제7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 발명·발명자 보호에 대한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표 10 일본 특허제도연구회 회별 주제

제1절 특허제도연구회에 대하여120)
특허제도 연구회는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위해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위원들은 소속 조직이 아닌 전문가인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 종료 후, 기획조사 과장에 의하여 보도기
관(press; 신문사)을 통한 브리핑 실시와 함께, 원칙적으로 배포 자료 및 의사 요지(무기명)
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2009년
11월까지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개자료를 근거하여 구성하도록 하겠다.

120) 이하의 내용은 제1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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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가. 최근 지적재산을 둘러싼 동향
최근 지적재산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경제의 글로벌화, IT화, 기술의 고도화 등에 수반된
이노베이션의 오픈화 진전, M＆A의 확대 등의 기업 활동을 배경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종래, 지적재산은 오로지 기업이 자사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면
근래에는 대학, 연구기관, 벤처ㆍ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3자가 활용하여 비즈니스
을 전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IT분야 등의 표준 기술을 통합하여 하나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풀 등 그 활용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기술이나 시장에 국경이 없는 가운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
동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펀드의 조성, 이러한 펀드의 국경을 초월한 활동 등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판례 추이 또는 선발명주의 포기 등을 명문화한 특허제도 개
혁 법안의 동향,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의 PCT 개혁 논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자유(free)화 등, 지적재산제도 조화의 움직임도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과 지적재산을 둘러싼 동향은 특허권 강화
(pro-patent)의 움직임으로부터 프로-이노베이션(pro-innovation)으로 진전하여, 결과적으로
는 종래의 지적재산 제도에 새로운 논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 우리나라(일본)의 현재 경제상황과 특허청의 대처
현재, 우리나라(일본)는 전대미문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더불어 어려운 자원ㆍ환경 제약, 인
구 감소, 국제 경쟁의 격화 등의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인 이노베이
션의 촉진이 중요한 요소 삼아, 그 실현을 위하여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이노베이션과 지재정책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특허권 강화
(pro-patent) 정책의 기본이념 하에,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관점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세계
특허 시스템의 실현, 특허 시스템의 불확실성의 저감,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의 3개의 관점으로부터 13개 항목의 정책 제언이 이루어져 특허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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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회 설립의 취지
지적재산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특허제도는 1885년(明治 18년)에 공포된 “전매특허조
례”로부터 124년의 역사를 거쳐, 현행법인 1959년(昭和 34년) 법의 전면개정으로부터 이미
50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의 환경 변화 또는 제도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여러 번 개정을 실시해 왔지
만, 특허법의 근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제정 당시부터의 바뀌지 않고 있다.
구미ㆍ아시아 등의 각국에서도 특허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특허
권 강화(pro-patent), 프로 이노베이션(pro-innovation)을 향한 특허제도의 기본 설계를 재검
토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허제도의 논의를 리드한다는 의미에
서도 현행 특허법의 제정 및 공포 50년의 고비를 맞이하는 올해, 향후의 특허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원점으로 되돌아와 포괄적인 검토를 위한 특허청 장관의 사적 연구회인 「특
허제도 연구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검토의 방향성
본연구회에서는 현행법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하와 같은 과제를 유념하여, 이노베이
션을 추진하는 특허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는 이노베이션과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 지적재산 소송에 있어서 권리
의 안정성 확보, 세계적인 특허출원 증대 등의 과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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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방향으로는, ① 이노베이션을 가속하기 위한 특허제도, ② 재판(분쟁)에서 제대로 보호
될 수 있는 강한 특허권, ③ 국제 협조에 의해, 세계에서 특허가 조기에 성립하게 하는 틀
마련 등에 관하여 특허제도가 있어야 할 이상향에 대해 다각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제2절 특허권 효력의 재검토에 대하여121)

1.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 이노베이션의 태양(態様) 변화
50년 전에 현행 특허법이 전면개정된 이래로, 경제의 글로벌화 또는 정보기술의 진보, M
＆A의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지적재산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예를 들면, 정
보기술ㆍ기계 분야 등에서는 기술이 고도화ㆍ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1개의 제품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허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특허도 다수의 기
업에 의해 생산되어 서로 이용하는 “이노베이션의 오픈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종래까지 지적재산은 오로지 기업이 자사의 연구개발성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지만, 근래에는 대학, 연구기관, 벤처ㆍ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가
활용하여 비즈니스로 전개하기 위한 툴로 이용하거나, IT분야 등에서의 표준 기술을 일체적
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풀을 형성하는 등, 그 활용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하여 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외부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이노베이션의 진전에 의한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와 동시에 연구개발과정에서 외부 권리자에 의한 권리 행사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
과, 강력한 배타적 권리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행사에 따른 영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행
특허법 제정시 상정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지극히 방대하여지고 있다.

나. 다양한 권리주체로부터의 권리행사에 따른 영향
고도의 기술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과의 관계에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라이선스 허락을 받
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이노베이션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제조나 판매 등 시장에의 진출과 같은 사업
화를 하지 않고 연구 개발만을 실시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특허권을 많이 획득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권리행사를 실시하는 펀드 등의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자는 제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로부터 라이선스료를 받아,
121) 이하의 내용은 제2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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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개발 또는 특허권을 취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
업 분야에서 특허권을 상호 허가하는, 이른바 크로스 라이센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
신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소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
하여 망설임 없이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는 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의 리스크가 높
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IT분야 등 하나의 제품에 포함되는 특허권의 수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특허
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렵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기술표준과 관련
하여서는 표준으로 규격이 책정되기 전에 표준단체에 의하여 규격에 포함된 특허(이른바 필
수특허)에 의한 특허풀이 형성되어, 필수특허를 둘러싸고 금지청구권 행사 또는 불합리한
라이선스료 청구가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권리 주체에 의하여 권리가 행사되는 상황은 50년 전의 현행법 제정
시에는 상정되지 않았었고, 강력하고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이 행사되는 것이 이노베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영향의 확대
통신ㆍ교통수단의 진보와 함께 통상(通商)과 관련된 제조약(諸条約)의 정비 등에 수반하
여, 기업에 의한 사업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극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경을 초월한 거래 활동이나 기술 제휴, 기술표준ㆍ특허풀의 국제화를 지극히 용이하게 하
여, 그것이 새로운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 또는 이노베이션의 오픈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순
환되고 있다.
그 결과, 특허가 기업 활동에 주는 영향은 현행법 제정시와 비교하여 지극히 커졌다. 즉,
5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넓은 범위에서 대규모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허권의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권 취득의 경우 인센티브가 더욱 높아지는
반면, 특허권의 행사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지불이나 제품생산 라인의 중지 등에 의한 손해
는 막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IT기술의 진전ㆍ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
규모 또한 현행법 제정시 상정 범위를 큰 폭으로 벗어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하면,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의한 사업ㆍ연구 활동에 근거한 이노
베이션 촉진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된 측면에 해당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회에서는 우선, 특허권의 효력에 관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덧붙여, 현행법이 제정된 후의 상술한 바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특허의 보호 대
상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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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검토에 대하여
가. 특허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
특허권의 효력에는 권리자가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효력(적극적 효력)
과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소극적 효력)이 있다. 후자는 법률상, 금지 내지 폐
기 청구권을 권리자에게 인정하는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오픈 이노베이
션의 진전에 수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허권의 행사를 받을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제품에 대한 기여가 매우 적은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금지청구가 인정
되어, 결과적으로 제품 전체의 생산라인을 중지시키는 권리행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이에 금지청구권이 이노베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수반하여, 강력한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의 효
력 본연의 자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논점
(1) 금지청구권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는 주로, 특허권의 효력 중 일부에 해당하는
배타적 권리인 금지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특
허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므로 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금지
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다.

(2) 금전적 전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그에 따라 특허권자의 뜻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당해 특허 발명의 실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허권자의 이익은 부
당하게 손상될 것이다. 이 때문에, 금지청구는 기각하면서 상당한 금전적 전보를 수반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법원에 의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허락을
의미한다.
특허권과 관련된 강제실시허락제도는 현행법상 재정실시권제도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 명
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금지청구권의 제한과 관련된 논점 이외에, 현행법상 재정실시권제
도의 편리성ㆍ이용 가능성의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이에, 특허권의 효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실시권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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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효력의 예외 범위(「시험ㆍ연구」의 예외 범위) 본연의 자
세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책적인 관점에 의하여 제한된다. 현행법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진보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특허권
효력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특허 발명 “자체”에 대한 “특허성 조사”,
“기능 조사”, “개량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통설인 것에 반하여,
그 예외 범위에 대해서 새로이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추가하여, 시험ㆍ연구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촉진과 특허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
정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후, 예를 들어 리서치 툴 등과 같은 시험ㆍ연구 용도의 고
도의 기술(上流技術)과 관련된 특허 발명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에까지 특허권 예외의 범위를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특허권 효력의 예외 범위인 “시험 또는 연구”의 범위에 대한
명확화 또는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제3절 특허의 활용 촉진에 대하여122)

1. 특허 활용의 중요성
가. 이노베이션 촉진과 특허 활용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통한 우리나라(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허를 기점으로
하는 지적재산의 효과적 활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또한, 현행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 도모를 통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일본 특허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허에 의해 보호된 발명이 원활히 이용되도
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제도상의 과제이다.

나. 기업의 특허활용 실정
특허청에서 실시한 「2008년(平成 20년) 지적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권 가운
데, 자사에서의 실시에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39.5%이며, 방어(방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
는 것은 30.2%, 자사에서 실시하면서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 4.5%, 타인에게
라이선스 부여만을 한 것이 6.1%,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19.7%인 것으로 나타나,
자사에서의 실시 및 미활용 특허권의 비율이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122) 이하의 내용은 제3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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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향후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타사에 라이선스를 통해 특허가 활용되는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특허권 이전에 의한 유통도 더욱 활발해질 것
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특허의 활용 형태는 향후 한층 다양화하여, 활용에 종사하는 자도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특허 라이선스 및 유통과 관련된 제도의 편리성ㆍ투명성
향상에 대한 요구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 특허의 활용에 관한 민ㆍ관의 과제
특허의 유통ㆍ라이선스와 관련하여 현실적 요구 증가에 발맞추어, 시장의 발전ㆍ확대를
목표로 특허청이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ㆍ연수관을 통하여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123)
또한,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과제로서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지적재산권담보융자 또는
2004년 12월 신탁업법 개정에 의해 수탁가능재산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 지적재산도 신탁
이 가능해짐에 따른 특허권의 신탁등도 시행하고 있다.

2. 특허의 활용촉진에 관한 검토
향후, 특허의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유통, 라이선스, 특
허를 활용한 자금 조달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제도 도입 또
는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제도에 대한 선택사항
의 확충 또는 편의성의 향상, 및 특허출원 단계부터의 조기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연구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하의 4가지 논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통상실시 허락제도(License of right; LOR)에 대하여
우리나라(일본)의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특허 공보 또는 특허유통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를
통해서 권리양도 또는 실시허락준비의 공표는 이미 가능해졌지만, 그와 같은 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ㆍ독일 등과 같은 해외에서는 실
시 허락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유지료 등을 감면해주는 “통상
실시 허락제도”(이른바 License of right; LOR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개방특허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특허의 유통ㆍ
123) 구체적인 시책의 예로서, 특허유통 촉진을 도모하는 「특허유통 어드바이저」의 파견이나, 타인에 대하여 실
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는 특허(이른바 「개방 특허」)의 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특허유통 데이터베이스」
의 정비 및 「특허정보 활용지원 어드바이저」의 파견, 그리고 지적재산권 거래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
적재산권 거래업자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이나 「특허 비즈니스시(市)」ㆍ「국제특허 유통 세미나」 등의 개
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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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장ㆍ단점 및 제도 이용자의 의식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통상실시 허락제도 도
입의 필요 또는 불필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라이선스에 의한 대항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나라(일본)는 특허청에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통하여 특허권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등록대항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양수인 등에 의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
려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① 수백ㆍ수천의 특허권이 일괄적으로 라이선스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개의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는 것은 곤란하고, ② 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실시
의 범위와 관련된 조건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많은 바, 통상실시권을 통해서 적절한 대항을
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모두 등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의
등록률은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던 중, 특허의 유통ㆍ이전이 증가하여 특허권 등의
행사 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등록이 곤란한 통상실시권자의 비즈니스가 불안정하게 되는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등록대항제도를 채용하는 나라가 드물고, 여
러 나라와의 제도적 조화의 관점에서 등록대항제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통상실시권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등록대항제도를 재검토하고, 통상실시
권을 통한 대항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 독점적 라이선스와 관련된 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현행 제도에서 라이선시(licensee)를 단일로 한정하는 “독점적 라이선스”에는 특허법상의
“전용실시권”과 함께, 독점성에 대한 합의를 한 통상실시권에 해당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
의 2가지가 존재한다.
전용실시권자에게는 독점성에 기인한 제3자에 대한 대항, 금지청구권 등이 인정되지만, 전
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등록사항은 일반적으
로 실시권자의 이름이나 실시 범위 등을 포함하여 모두 공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점적 통
상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권자의 성명이나 실시 범위 등
을 게시할 필요가 없지만,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독점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에 지
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판례에 의하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무권
리자인 실시자에 대해서조차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실무의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독점적 라이선스와 관련되는 제도의 창설에 대해 검
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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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허출원 단계부터의 조기 활용에 대하여
최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고조됨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매매, 라이선스, 담보 또는 신탁 등, 특허출원 단계부터의 조기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과 같은 등록ㆍ공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
고, 대항 여부를 포함한 권리 상태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질권의 설정이 금지되고 있는 등, 특허권에 비해 자금
조달방법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권리 변동에 대한 등록ㆍ공시 제도 창설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질권 설정 금지를 없애는 것(解禁) 등에 대하여 검토해
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4절 신속ㆍ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하여(1)124)

1. 특허와 관련된 분쟁처리제도
가. 무효심제도
특허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설정된 것이지만 그 유효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지 특허의 무효를 이유로 무효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일본 특허법 제123조). 무효심판은
특허청 심판부에서 심리되고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판관의 직권에 의
해 심리가 가능하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
된다. 또한, 심판의 결과에 해당하는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지재고등법원(知財高裁)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특허 유효성 판단의 더블트랙(doubletrack)화
종래, 우리나라(일본)에서는 법원이 침해소송의 계속 중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하
지 못하고 특허청에서의 무효심판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2000년 4월 「Kilby
(キルビー) (일본)대법원 판결」125) 및 2004년에 신설되어 2005년 4월에 시행된 일본 특허법
124) 이하의 내용은 제4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125) 주로, i) 무효사유의 존재가 분명한 특허권에 근거하는 권리행사의 용인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ii) 분
쟁은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하나의 수속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의 대세적 무효에 대한 요구의사가
없는 당사자에게 무효심판절차를 강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일본 대법원은 이하와
같이 판시하였다.
․ 특허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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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 규정126)에 의하여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 “무효심판 루트”와 “침해소송 루트”의
두 개의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더블트랙의 상황이 되어 있다.

다. 신속․효율적인 분쟁해결에의 과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발명이 적절히 보호됨과 동시
에 제도이용자가 분쟁 처리에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유한한 자원을 연구개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에 따라 이노베이션의 촉진에 이바
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무효심판 루트와 침해소송 루트를 둘러싼 제 과제를 정밀
조사하여, 신속ㆍ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검토 과제
가. 더블트랙에 의한 대응 부담 및 판단 불일치에 대하여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의 2가지 경로로 특허의 유효성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것은 당사자에
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과 동시에, 2가지 경로에 의한 특허의 유ㆍ무효 판단 결과에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나 기술적 쟁점
에 대한 정리ㆍ판단과 관련하여 “조사관제도” 및 “전문위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법원의
기술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2가지 경로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여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원에서의 특허 유효성 판단에 있어 특허청의 식
견을 활용하는 구조 또는 법원이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의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심리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그 특허권에 근거한 금지, 손해배상 등의 청
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일본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침해소송에서 피침해자에 의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고 하는, 이른바 「권리남용의 항변」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이 빈번하였다.
126) Kilby(キルビー) (일본)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남용의 항변」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함」을 필요로 한다.(이른바 「명백함」의 요건) 이와 같은 것을 이유로 항변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우려에 따라, 「명백함」요건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 따라
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의 지적재산소송검토회(知的財産訴訟検討会)의 논의를 거쳐,
「법원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平成16年法律第120号）」에 의해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 규정이 새롭게 신
설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특허권자 등은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었
다. 이에, 침해자에 의한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 항변이 인정되어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에 대한 판단이 용
이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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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을 다시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침해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무효심판 등으로 다투어져, 침해
소송에서와 다른 판단을 내린 무효심판이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로써, 이하와
같이 분쟁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분쟁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여, 이노베이션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바, 이와 같이 분쟁에 대하여 다시 문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방
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침해자에 의하여 다시 문제 삼는 경우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금지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침해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127)128) 재심의 결과, 앞의 침해소송의 확정판결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미 받은 손
해배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특허권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특허권자에 의하여 다시 문제 삼는 경우
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자에 의한 무효항변이 인용되어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 특허권자가 정정심판(또는 무효심판 계속 중의 정정)을 청구함
에 따라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의 재심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129) 재심의 결과, 앞의 침해소송의 확정판결이 삭제되
는 경우,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 무효심판 경로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현행 무효심판제도에서는 동일인이 몇 번이라도 복수의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무효사유가 다른 복수의 무효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특허의 유효성 판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특허권 부여 후에도 특허 청구범위 등을

127) 일본 민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항소 또는 상고에 의하여 당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재심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무효심결의 확정은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 판결 그 외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후의 재판 혹은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되는 것.」에 해당된다.
128) 특허침해에 근거한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知財高裁平成20年7月14日
判決、平成18年(ム)第10002号事件、同第10003号事件[생김(生海苔)의 이물질 분리제거장치 사건])
129) 最高裁平成20年4月24日第一小法廷判決, 平成18年(受)第1772号[나이프 가공장치 사건]에서, 일본 특허법 제104
조의3에 의한 항변을 인정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특허
청구범위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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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정정의 정도에 따라 권리의 객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심리
를 다시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무효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무효심판 절차에서 심
리ㆍ판단되지 않은 공지사실과의 비교에 의한 무효원인의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따라서 정정심판의 청구 또는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 무효사유의 주장을 하는 심결
취소소송에 있어서, 지재고등법원(知財高裁)이 당해 사건을 특허청으로 환송하게 되어 지재
고등법원과 특허청 사이에서 사건의 왕래가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
다.
이와 함께, 무효심판은 특허청이 실시하는 것이지만, 특허청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되
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사자가 심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적절
한 주장ㆍ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 경로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5절 신속ㆍ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하여(2)130)

1. 분쟁처리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한 포괄적 검토
특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발명의 적절한 보호와 동시에
제도이용자가 분쟁처리에 투입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유한한 자원을 연구개발에 충
당할 수 있으므로, 이노베이션의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ㆍ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분쟁처리제도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 과제
이와 관련하여, 제4회 연구회에서는 특허의 유효성판단에 있어서의 더블트랙 등에 기인한
여러 문제를 둘러싼 분쟁처리절차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검토하였지만, 특허와 관련된 분쟁
의 신속ㆍ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검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 중, 기술적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제도정비, 심결의 확정․정정
의 허용여부 판단 본연의 자세 및 무효심판의 확정 심결의 제3자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가. 기술적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제도정비에 대하여
침해소송, 심결취소소송 등의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적 사항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첨단 기술에 관한 쟁점이나 기술의 흐름ㆍ시대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파악
을 필요로 하는 진보성 등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무효심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일한 무효사유 및 증거에 근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유효
130) 이하의 내용은 제5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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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판단 결과에 있어서 침해소송과 무효심판 간에 불일치(相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또는 사안 발생에 따라, 법원과 특허청이 기술의 흐름ㆍ시세(相場)를 공유
할 수 있다면 기술적 쟁점 판단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미 재판관을 보조하기 위한 일정한 체제는 존재하고
있다. 이전부터 법원 조사관이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조
사하여 판사를 보좌하는 외에, 2004년에는 전문위원제도131)가 도입되었고 2005년에는 법원
조사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등, 근래에는 체제의 확충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은 특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특허 출원시의
기술 수준에 근거한 시점에서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법원조사관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흐름이나 시세관(相場観)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 체제에서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건마다의 기술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에 대
한 보조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가 가능한 체제의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나. 심결의 확정ㆍ정정의 허락 여부 판단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현행법상 복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항마다 청구하여
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일본 특허법 제123조 제1항), 심결확정의 시기 및 범위132), 정
정청구의 허락여부 판단의 기준133), 정정 청구인용의 확정시기 및 범위134)에 대해서는 명문
의 규정이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종래 특허청에서는 심결의 확정, 정정의 허락여부 판단에
있어 복수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특허라 하더라도, 항상 특허 전체를 불가분한 것으로 취급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 판례135)의 경향과 같이 심결의 확정, 정정의 허락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청구항을 단위로 취급하여 운용하고 있다.
청구항을 단위로 하면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내용을 조기에 확정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청구항마다 판단하는 현행의 운용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
편,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함께, 특허권의 내용
(예를 들어, 종속항136)이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정확한 파악이
131) 전문위원제도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지견; 知見)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리에 대하여, 법원이 공평․
중립적인 전문가로부터 쟁점이 되는 전문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정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2) 복수의 청구항에 관한 심결에 대하여,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나머지의 청구항
도 미확정인 것으로 취급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133) 복수의 청구항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하나의 청구항에 관한 정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외의 청구항
에 관한 정정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정정청구 전체를 불인용으로 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134) 정정의 인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나머지의 청구항도 미확정인
것으로 취급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135) 最高裁平20.7.10判決（平19（行ヒ）第318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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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무효심판의 심결확정과 정정의 허락여부 판단 시, 특허 전체를 불가분으로서 취급하
는 것과 청구항마다 개별적으로 취급으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일까에 대하여 검
토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청구항마다 취급하는 경우, 확정된 정정의 내용을 그 즉시 명확
하게 조기 공시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다. 무효심판 확정 심결의 제3자 효과(일본 특허법 제167조)에 대하여
현행 무효심판제도에서는 동일한 주장에 근거한 심판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고 특허권자의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효 심결의 확정 등록 후에는 누구든 동일 사실ㆍ동일 증거
에 근거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특허법 제 167조)
그러나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에 의한 무효심판청
구의 결과에 의하여 당해 심판에 관여하지 않았던 제3자가 동일 사실ㆍ동일 증거에 근거하
여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심판으로 싸울 권리 및 심판의 결과인 심결에 불복하여 재판
으로 다툴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본 규정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무효심판이 직권주의인 것을 전제로 하
고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함에 있어서의 능숙(ex; 달변) 여부에 따라 심결이 바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바, 본래, 어떠한 사실ㆍ증거에 근거하여 무효가 되어야 할 특허가
당해(하나의) 사실ㆍ증거로는 다수의 사람이 중복하여 대세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공
익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동일 사실ㆍ동일 증거에 근거한 무효심판의 청구가 제한되면, 분쟁처리제도로서도
효율적이라고 하여 동조의 제도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제3자의 권리보호와 특허권자의 부담경감 간의 균형이나, 무효심판제도의 중요한 의
의인 공익성과 분쟁해결의 효율성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서,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근거
한 심판청구의 취급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6)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태로 기재된 청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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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업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 동향과 신속ㆍ유연하고 적절
한 권리 부여에 대하여137)

1. 특허심사의 현상과 전망
가. 특허를 둘러싼 국제동향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의 중요성 증대 또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한 기술
의 권리화 움직임이 세계적인 규모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특허출원건수는 세계적으로 급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원건수의 급증은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대기기간이나 심사의 최종
처리까지의 기간의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가 증가하는 추세로, 출원절차가 각국마다 상이하거나 실체적인 제도가 서로 상이함에 따른
시간적 및 금전적 부담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특허청 간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을 실시
하여 심사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각국 간 제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절차적 측면에서의 조화에 대해서는 2000년 6월에 채택된 PLT(특허법조
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토대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실체면의 조화에 있어서는 WIPO, 선진
국 회합(B＋회합)에서 SPLT(특허실체법조약)가 검토되고 있지만, 각국 간 의견대립에 의하
여 논의가 정체되고 있다.

나. 국내(일본) 특허출원의 현상과 전망
심사청구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발생한, 이른바 “심사청구의 일시적 증가
현상”138)에 의하여, 심사대기기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심사관 채용
등에 의한 심사관의 증원이나 서치 외주139)의 확대에 의하여, 향후 심사대기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하에서 제시하는 측면에서의 검토가 불가결할 것으로 판단된다.

137) 이하의 내용은 제6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138) 平成 13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이후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
다. 그 결과, 특허취득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년도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2004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행하여지는 것과 동시에, 심사청구기간이 7년인 출원에 대
한 심사청구와 겹쳐, 심사청구건수의 일시적인 증대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심사청구의 고부(コ
ブ)」라 한다.
139)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행기술조사의 일부를 외부
조사기관에 아웃소싱(outsourcing)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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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등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조기 보호
대학의 지재권본부 또는 TLO(기술이전기관) 설치 등,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활동 기반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 등에 의한 출원은 그 중심이 양에서 질로 옮겨지고
있고, iPS 세포 분야 등에 있어서는 격렬한 특허출원 경쟁도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
황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일본)의 대학 등에 의한 연구 성과를 조기에 보호하기 위한
방책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2) 특허의 전략적 활용 진전
특허의 전략적 활용 진전에 의하여 조기의 권리화 뿐만이 아닌, 늦은 권리화에 대한 요구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
어서의 특허전략이 한층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화의 타이밍에 맞춘 권
리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 권리의 안정성ㆍ예견성의 필요성
권리의 안정성ㆍ예견성의 유지 내지 향상은 권리에 관한 불확실성을 저감시켜 이노베이션
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과 동시에, 각국 특허청 간 심사의 질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을 추진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출원인ㆍ특허청ㆍ제3자 각자 일체가 되어 질 높은 특허의 권리화를 목표로 함이 중요하다.

2. 신속ㆍ유연하고 적절한 권리 부여를 위한 검토
가. PLT가입을 향한 검토에 대하여
PLT는 지난 2005년 4월에 이미 발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많은 주요국
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일본)의 PLT 가입은 국제적 발언력의 향상 또는 타
국에 대한 PLT 가입을 재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LT 가입전이라 하더라도 EPO와 같이 PLT에 준거한 법개정을 실시함에 의하여 사용자에
게 동일한 절차요건 완화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제도를 여러 나라와 통일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사
용자 친화적(user friendly)인 제도로 구축하여, 따라서 이노베이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약 가입에 앞서 PLT의 각 항목에 대한 국내의 대응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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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출원제도에 대하여
미국의 가출원 제도라 함은 간단하고 쉽게,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에 의하여 조기
에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일분일초를 다투는 분야 또는 출원 지원
체제가 취약인 대학 등에서 본 제도에 대한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제도 등 기존의 제도 또는 PLT와의 관계를 근거로 한 신제도
도입에 따른 단점(demerit)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이노베이션 촉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당해 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심사착수기간의 다단계회에 대하여
특허심사에 있어서, 출원인에게는 심사착수시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가 발생하게 된
다. 우선, 빠른 권리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iPS 세포로 대표되는 국제
적인 경쟁이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의 발명 또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발
명, 조기에 사업화를 예정하고 있는 발명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한편, 국제표준화에 관
련된 분야, 의약품이나 기초적 연구 등 제품화ㆍ실시화에 시간이 걸리는 분야에서는 늦은
권리화의 요구도 존재한다.
그런데, 빠른 권리화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기심사제도ㆍ슈퍼조기심사제도에 의하여 출원
인이 바라는 시기에 신속한 심사착수가 가능하지만, 늦은 권리화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는 현재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늦은 권리화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이
노베이션에의 악영향 가능성, 출원인의 요구와 제3자의 감시 부담 간의 형평, 과거의 제도
개정의 취지와 부합하는지(정합성; 整合性)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출원인ㆍ특허청ㆍ제3자의 역할에 대하여
(1) 출원인의 역할(사전 선행기술조사)에 대하여
출원인에 의한 선행기술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도 거절이유통지 후에 출원인으로부터의 응답 없이 거절되는 안건은 전체 심사건수의 약
2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오래된 인용문헌이나 자사의 문헌에 근거하여 거절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출원인에 의한 선행기술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원인의 측면
에서도 비용 등의 낭비 또는 안정된 권리취득에 있어서의 곤란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원인은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선행기술조사
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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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청의 역할(정확하고 예견 가능성 높은 심사)에 대하여
우리나라(일본)에서는 특허법 개정 또는 특허ㆍ실용신안심사기준의 책정ㆍ개정에 따른 기
술, 산업, 사회 동향의 변화에 대응 및 특허성의 예견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러나 불확실한 특허권에 의한 비즈니스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다 조속한 대응이 요구
되고 있다. 또한, 심사기준의 검토에 즈음하여서는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 마
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요청에 대응하여, 심사기준의 정기적인 점검을 위한 체제를 정비
할 수 있도록, 2008년 11월에 심사기준전문위원회(審査基準専門委員会)140)가 설치되었다. 덧
붙여 향후에는 심사기준 개정 시 일본어 및 영어에 의한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의
실시 또는 심사기준의 편리성 향상 등을 이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진보성의 수준(level)과 관련하여, 수준이 낮은 특허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족쇄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진보성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이나
기본적ㆍ혁신적인 발명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진보성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
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전술한 심사기준전문위원회(審査基準専
門委員会)는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등에 관한 관점에서, 현 심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진보
성의 수준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특허심사에 있어서 정확성의 확보는 불필요한 분쟁 또는 출원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특허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2007년
4월에 품질감리실(品質監理室)을 설치, 관리직(管理職)을 통하여 개개의 안건에 대한 내용
체크 및 심사관이 실시한 심사내용을 특허청 내부의 제3자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샘플체크
를 통하여서 심사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제3자의 역할(공중심사)에 대하여
조기심사의 증가에 수반하여, 출원공개 전에 특허결정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심
사대기기간 단축에 의하여 공개 전에 특허결정되는 안건의 새로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건과 관련하여, 권리부여 전 공중심사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지
적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하자가 있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한
간단하고 용이한 수단이 없어진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으로, 특허부여 후의
권리에 대한 유효성을 다투는 간단하고 용이한 수단의 도입은 남용에 의한 특허권자의 부담
증가와 함께 비즈니스 상의 예견 가능성 저하를 초래하여,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권리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공중심사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
토하여야 한다고 생각 된다.
140) 특허청이 설치한 「이노베이션과 지재정책에 관한 연구회」에 의한 보고서의 제언과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하에 심사기준전문위원
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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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발명ㆍ발명자의 보호의 위상에 대해서141)

1. 직무발명 제도에 관하여
직무발명 제도는, 특허를 받는 권리가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 것을 전제,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양자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관한 룰을 명확
히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등의 원만히 납득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2004년 특허법 제3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모인 출원의 구제에 관한 제도에 관하여
타인의 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한 출원은 모인 출원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거절이유가 되며, 만약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된다. 이렇게
모인출원된 경우 특허법상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행할 수 있는 방법 중
에 이전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인출원에 대한 구제조치의 위상을 재검토 하고자 한
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있어서 학술 단체 등의 지정 제도에
관하여
학술 단체에 의한 연구 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한 것 등은 공지가 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일
정한 절차에 의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으로 된
학술 단체 등은 특허청 장관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정은
주최자에 의한 신청이 전제가 되고 있고, 발표 등을 행한 자는 그 장소가 지정을 받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가 좌우되고 있어 이는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4. 특허의 보호 대상에 관하여
현대의 첨단기술은 극적인 속도로 끊임없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그리고 구미에
있어도 특허의 보호 대상의 논의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
(일본)의 특허의 보호 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141) 이하의 내용은 제7회 특허제도 연구회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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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본 특허법 개정에 따른 시사점

제1절 특허법조약(PLT)의 반영을 위한 일본 동향 : 권태복 교수
일본은 특허법조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고 있지만, 동 조약의 비준을 위한 공식 일정을
명확히 발표는 하고 있지 않다. 물론 특허법조약을 반영하기 위한 일본 특허법의 개정에 대
해서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도 특허법조약 비준 및
특허법에의 반영에 대한 주장 또는 의견을 학회지 등의 지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2008년 3월의 일본특허청위탁연구과제인 AIPPI Japan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대학
및 학계, 각종 연구소 및 관련단체 등이 특허법조약의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특허법조약의 비준 및 동 조약 반영 특허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지면으로도 명확히 표현하
고 있지 않지만,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법조약(PLT) 가입과 일본특허법에의 반영을 위한 일본특허청의 동향,
그리고 동 조약의 가입에 대한 일본의 학계, 실무계(변리사, 변호사), 산업계(일본지적재산권
협회; JIPA) 등의 의견 또는 주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특허법조약의
개요 및 외국의 가입동향을 간략히 설명하고, 다음으로 일본의 최근 동향 및 움직임을 조
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특허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특허법
조약 가입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특허법조약과 국제동향
가. 특허법조약의 개요
특허법 통일화는 1986년 미국이 제안한 신규성 상실 유예기간(grace period)142)을 논의하
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특허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1994년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특허법 실체적요건(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보정 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2000년 6월 1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열린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0. 6. 2. 조약(Treaty) 및 최종의정서(Final Act)에 대한 서명식이 거행되었다.
142) 여기서 “유예기간”이란 우리나라 특허법 제30조(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
한 6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은 1년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6개월이다. 한·미
FTA에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FTA를 반영하는 특허법 개정시에는 미국과 같이 1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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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조약과 최종의정서에 동시에 서명한 경우는 미국, 독일, 스위스, 북한 등 44개 국가가
있고, 최종의정서에만 서명한 경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60개
국가와 3개 정부간기구(EPO, 유라시안특허청,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청)가 있다. 또한 동
조약은 10번째 국가(State)가143)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3개월 후부터 조약발효가 된
다는 규정144)에 의하여 2005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그리고 동 조약에 대한 규칙은 2005년
특허법조약 총회에서 특허법조약 규칙 제3(1)조 및 제6(3)조가 개정되고 2006년 1월 1일 발
효되었다.145)
특허법조약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유지 절차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통일화(harmonization)
하고, 특허출원과 특허권유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순화(streamlining) 하는 것을 목적하
고 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이 제5조에서 제13조가 각국 특허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

(ⅰ) 제5조 출원일[Article 5 Filing Date]
- 출원일 요건 완화
- 출원일을 보다 빠르고 쉽게 설정할 수 있음
(ⅱ) 제6조 출원[Article 6 Application]
- 출원인 및 형식에 있어서 PCT 요건과 상응하는 부분을 표준화
- 출원인의 자격 등에 관한 요건이 PCT에서 요구되는 요건에 부합함
(ⅲ) 제7조 대리[Article 7 Representation]
- 대리인의 선임 및 그 선임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 대리인 선임의 간소화
(ⅳ) 제8조 제출자료; 주소 [Article 8 Communications; Addresses]
-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형식 및 전달수단의 간소화
- 특허출원서, 특허와 관련한 모든 신청, 선언, 문서, 서신, 기타 정조 등
(ⅴ) 제9조 통지 [Article 9 Notifications]
- 통지의 수단과 지정기간 만료일 통지의 간소화
(ⅵ) 제10조 특허의 유효성; 취소[Article 10 Validity of Patent; Revocation]
- 형식적 요건의 통일화에서 오는 문제점(무호, 취소, 정정)을 해소하는 규정
(ⅶ) 제11조 기간에 관한 구제[Article 11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 의도되지 않은 권리의 상실의 방지
143) 정부간기구인 “EPO, 유라시안특허청, 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청”의 가입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10번째 국
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144) 특허법조약 제21조.
145) 특허법조약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http://www.wipo.int/patent-law/en/plt_amendment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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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최소화함
(ⅷ) 제12조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관청이 인정한 이후의 권리 복원 [Article 12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by
the Office]
- 의도되지 않은 권리의 상실의 방지
- 실수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최소화함
(ⅸ) 제13조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 [Article 13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Restoration of Priority Right]
-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간소화
- 정정 또는 추가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실수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최
소화함

이와 같이 특허법조약에 있어서의 통일화와 단순화는 특허법조약 이전에 채택된 1970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특허협력조약
은 PCT출원의 국제단계(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등)에서 출원인 등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한 것일 뿐, 일단 국내단계로 진입한 이후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46). 따라서 특허법조약은 국가간의 특허출원과 특허권유
지 절차를 통일화하고 단순화하여 특허협력조약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즉 특허법조약 체약국 특허청은 특허출원과 특허권 유지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요건(maximum requirements)147)을 규정하
고, 그 최대요건 내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법을 운용함으로써,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각 국가나 각 지역의 특허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
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각국의 동향
2005년 4월 28일 특허법조약이 발효된 후 2009년 9월 현재 영국, 러시아 등 20개 국가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였다. 다음에는 동 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영국과 유럽특허청, 그리고 반
영예정인 미국특허법과 그 동향을 검토한자.

146) 정양섭. 『특허법조약 : 통일화와 단순화의 추구(특허와 상표 제505호)』
147) 체약국은 자유롭게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관점에서 더욱 완화된 요건을 규정할 수 있지만, 관청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요건보다 더 강한 요건을 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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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148)
영국 특허청은 2000년 6월 제네바에서 서명된 PLT에 따라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149)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영국 특허청은 PLT 반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특허법 조문 등 세부적인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 2003년에 특허법 개정안 초안을 만
들어 의견 수렴 및 일부 수정을 통하여 2004 Order를 제정하였다.150) 동 특허법 개정안
(2004 Order)이151) 2004년 6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2004년 9월 22일 의회를 통과한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22일 특허법조약을 비준하였으며 3개
월 후인 2006년 3월 22일 특허법조약이 영국에서 발효되었다. 또한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의 하위법령으로 특허법규칙(The Patents Rules 2007), 특허심사실무매뉴얼(manual of
patent practice), 및 방식심사매뉴얼(Formalities manual)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2000년 6월 2일자로 PLT 조약 및 최종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2006년 9월 5일
PLT에의 가입안을 상원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7월 17일자로 미국 특허청장이 상원의 외
교관계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에서 PLT의 비준지지를 촉구하였으며 2007
년 12월 7일 상원에 의해 그 가입이 승인되었다.152) 그리고 미국지적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 산하의 국제·외국법위원회(International &
Foreign Law Committee)는 2006년 10월 6일에 PLT 비준에 관한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에
서 PLT가 미국 특허법 및 시행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관
한 PLT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유보하면서 PLT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153) 그 후 미
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는 2007년 7월 16일에 PLT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draft bill of “Patent Law Treaty Implementation Act”)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미
국이 PLT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향후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54)
148) 한덕원, 영국특허법의 특허법조약 반영사례 연구, 2007년도단기개인훈련보고서, 2008. 12.를 참고로 작성한
것임.
149) 영국 특허법은 Patent Act 1977(이하 “1977 Act"라 함)이 제정되었고, 그 후에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Regulatory Reform (Patents) Order 2004(이하 “2004 Order"라 함), 및 Patents Act 2004 등
의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현재의 법률이 되었음.
150) 예를 들면, 특허법조약 “제5조 출원일[Article 5 Filing Date]을 영국특허법 “section 14. Making of
application(출원)” 의 규정 바로 뒤에 “section 15. Date of filing application(출원일)”이라는 규정으로 반영하
고 있다.
151) 2004 Order는 Regulatory Reform Act 2001에 의해 규정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PLT의 규정에 따라 특
허법상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Patent Act 1977을 개정하였음. 즉, 2004 Order는 특허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가 오류(또는 실수)를 범하였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기존의 법률(1977 Act)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거나
일반 공중에 대한 특허청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임.
152)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US Senate approves two more IP treaties”.
<http://www.managingip.com/Article.aspx?ArticleID=1787492>.
153) 특허법조약 제23조는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서 적용의
유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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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은 2000년 6월 1일 53개 국가와 함께 특허법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PLT
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9일 뮌헨에서 개최된 외무장관회담에서 European Patent
Convention 2000155)이 서명되었고, 2001년 6월 28일에 EPO의 운영위원회는 EPC 2000의 최
종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EC회원국 그리스가 2005년 12월 13일에 EPC 2000에 대한 비준
서를 기탁하여 EPC 2000을 비준 또는 승인한 5번째 체약국이 됨으로써 EPC 2000은 그 날
부터 2년 후인 2007년 12월 13일에 시행되고 있다.156)

2. 특허법조약과 일본 동향
가. AIPPI Japan 연구보고서
일본정부는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에 가입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석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본 특허청을 주축으로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들은
특허법조약을 일본 특허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검토 그리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심사관
등 특허청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조약의 가입과 일본 특허법 개정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학계 또는 실무(변리사 및 변호사)에 있어서도 특허법조약의 가입과 특허법에의 반영
에 대한 논문 또는 주장도 특별히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산업계에 있어서도 특허법조약
가입시에 일본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장 또는 의견도 특별히 개진되어 있는 것
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본 특허청은 특정한 제도의 도입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학계 또는 실
무자(변리사, 변호사), 산업계(특히 일본지적재산권협회157) 등)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및
주장을 외부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
법조약의 가입과 특허법 반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외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자
료 또는 동향은 별로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일본 특허청은 2008년 3월에 사단법인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Japan158);

154) 정차호 외, 특허법조약(PLT)이 특허제도 및 선행기술조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Analysis on Impact of the
Patent Law Treaty on Patent System and Prior Art Search), 특허청연구과제보고서, 2008.12, 204-205면 참조.
155) 2008년 4월 현재에는 18개 체약국이 있으며, 59개국과 EPO가 그 조약에 서명함.
156) EPC Art. 172(4)에는 2007. 12. 13. 시행일에 EPC 2000에 비준이나 승인을 하지 않은 체약국은 그때부터
EPC에 대한 당사자가 되는 것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체약국이 비준을 하였다.
157) 日本知的財産協会(Japan Intelectual Property Association）는 일본특허청, 경제산업성(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
에 해당) 등에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 및 주장, 방향을 등을 제시하는 기업단체로써 2009년 9월
30일 기준 일본기업 903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158)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Japan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
동맹조약에 의한 국제적인 지적재산보호 및 촉진을 위한 AIPPI의 일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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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AIPPI Japan”이라 한다)에 산업재산권제도 각국비교조사사업의 일환으로 「主要國에
있어서 特許法條約(PLT : Patent Law Treat) 準據의 制度․運營에 관한 現狀調査159)(이하,
“AIPPI조사보고서”라 한다)」라고 하는 연구과제를 위탁하였고, 그 결과로 나온 용역보고서
정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일본특허청의 +공식 의견은 아니겠
지만, AIPPI조사보고서에는 “현재 일본은 PLT가입에 대한 동기가 성숙해져 있다는 관점으
로부터 구체적으로 가입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160)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일본 특허
청이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AIPPI Japan 보고서는 총 4장을 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허법조약 일반론에 대하여 기
술하고 있고, 제2장에는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국내실시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제4장에
는 특허법조약 비가맹국의 현행제도와 비준을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정리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 가맹국 및 비가맹국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본특허
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반영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는 정책정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외국 제도의 동향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다.

Ⅰ. 조사개요
Ⅱ. PLT에 대하여
1. PLT의 비준상황
2. PLT의 개요
Ⅲ. PLT가맹국의 국내실시현황
1. WIPO 조사
Q1. 출원일
Q2. 대리
Q3. 제출물의 양식 및 절차
Q4. 기간구제
Q5. 권리회복
Q6. 후출원이 늦은 경우의 우선권 권리회복
Q7. 선출원의 복사본 제출이 늦은 경우의 우선권 권리회복
Q8. 명칭 / 주소의 변경 기록을 위한 신청
Q9. 출원인 / 권리자 변동을 기록하기 위한 신청
Q10. 라이선스․담보권의 기록을 위한 신청
Q11. 오기정정을 위한 신청
2. 추가조사(영국)
Ⅳ. PLT 비가맹국의 현행제도와 비준을 위한 준비상황
159) AIPPI Japan, 主要國에 있어서 特許法條約(PLT : Patent Law Treat) 準據의 制度․運營에 관한 現狀調査, 일
본특허청위탁사업보고서, 2008. 3. AIPPI Japan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특히 일본이 특허법조약의 가입과 특허법에의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의 일정, 개정방향 등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160)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はじめに”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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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T 관련 논의 및 입법개정의 현황
2. 출원일의 인정
3. 출원의 형식과 내용
4. 대리인제도
5. 전자출원
6. 구제기간
7. 권리회복
8. 우선권
9. 출원인 / 권리자 변경 기록
10. 라이센스 기록
11. 담보권의 기록

또한 AIPPI조사보고서에는 일본특허법에의 반영과 관련하여 “PLT를 준수하기 위하여 일
본 국내법과의 상이점으로부터 제도, 업무운용이 크게 변경되지만, 특히 원어출원 및 기간구
제는 현재까지의 일본제도의 개념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제도의 개념의
변경이 요구되는 점에 있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재량운용을 정비할 수 있는 대응이 요구되
고 있지만(그들의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국제적인 제도조화를 위한 조약 아래에서
여러 외국과 크게 괴리한 일본 고유의 운용을 설정하는 것은 조약의 취지, 유저 또는 니즈
및 각국 등과 형평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주요국에 있어서 실시상황(제도의 정비, 운
용, 준비상황 등)을 조사하여 조약 가입을 향한 준비에 임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161)
이러한 기술은 일본특허청이 현재 내부적으로 특허법조약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특허법조약과 현행 일본특허법의 상이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일본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일본의 관심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조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고 있지만, 동 조약의 비준을 위
한 공식적인 움직임 또는 발표는 하고 있지 않다. 물론 특허법조약을 반영하기 위한 일본
특허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도
특허법조약 비준 및 특허법 개정에 대하여 공식석상에서 또는 학회지 등의 지면을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2008년 3월의 일본특허청위탁연구과제인 AIPPI Japan보고서
를 제외하고는 대학 및 학계, 각종 연구소(일본발명협회연구소, 일본지적재산연구소(ICC)),
그리고 관련단체(JAPIO, ZETRO, IPCC 등)가 특허법조약의 반영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한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비공개조건으로 수행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특허법조약의 비준 및 동 조약 반영 특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지면으로도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일본 특허청 국제과(해외협력반 및 기획
161)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はじめに”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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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심사조정과에 의하면, 특허법조약에 한정하지 않고 특허제도의 국제 표준화 및 간소화,
그리고 특허권의 보호와 제3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일본특허법의 전반적인 개정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162)

나. AIPPI Japan 연구보고서 이외의 동향
(ⅰ) 일본정부는 특허제도의 국제통일화를 위해서 특허법조약상의 절차 및 형식 표준화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및 특허보정제도, 특허요건 등에 대한 실체적
인 요건의 표준화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특허출원 및 특허권유지 절차상의 형
식적인 요건을 통일화(harmonization)하고, 특허출원과 특허권유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
순화(streamlining)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특허법조약을 현재 당장 일본특허법에 반영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았다. 특허법조약의 반영은 동 조약
제5조를 제외하고 상당한 부분은 언제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
본 산업체 등도 적극적으로 동 조약을 반영하는 특허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ⅱ) 일본 정부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의 원천인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을 전제로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현을 위하여 지적재산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특허법의 전문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이노베이션과 지재정책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특허권 강
화(pro-patent) 정책의 기본이념 하에,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관점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세
계 특허시스템의 실현, 특허시스템의 불확실성의 저감,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의 3개의 관점으로부터 13개 항목의 정책 제언이 이루어져 일본 특허청을 통하여 특허제도
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본 특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된 과제 중에는 특허
162) 일본 특허청 조정과 및 국제과 담당자, 그리고 관련 기관(일본발명협회연구소, 일본지적재산연구, JAPIO,
ZETRO, IPCC, AIPPI Japan 등), 일본지적재산권협회에 비공식적으로 다음의 질문사항을 전화 및 메일을 통하
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질문사항]
1) 특허법조약의 비준은 진행하고 있는가?
2) 특허법조약 반영의 특허법 개정은 진행하고 있는가?
(1) JPO 내부적으로 특별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2) PLT 주문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3) PLT을 반영하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지
(4) 검토한 경우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PLT와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였는가?
(1) 발주하였다면, 당해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는지
(2) 발주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본은 법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 사전에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하고 그 연구결과를 참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용역을 의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 최근 “특허법연구회”를 통하여 일본 특허법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
고 있는 것인데, 이는 특허법조약의 반영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5) 일본 학계 또는 실무자가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적재산관련 문헌 및 자료를 보면, 특허법조약의 비준과 특허법 반영에 대한 것
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1) 산업계 및 실무(변호사, 변리사) 등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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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약의 반영에 대한 검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특허법조약에 대한 비준과 특허법 반영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 및 산업계에서도 지면에 발표된 논문 또는 주장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사견을 전제로 인터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서식의 통일화와 간소화는 다른 루트에 의하여 일부 상당
히 진척되고 있다. 즉, 일본 특허청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
통출원서식(Common Application Format)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국제적 통일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서식은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을 통일화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조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결국에는 표준화된 특허명세서 및 출원서를 기
준으로 각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통출원서식은 특허협력조약(PCT)에도 반영되어 있고,163)
특허법조약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출원을 반드시 접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
로,164) 현재 당장 특허법조약을 반영하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
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대상이 아니다.
② 특허법조약 제5조의 출원일 인정요건 간소화는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나 특허법조약
제5조(1)(a)(ⅲ)에서 규정하는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여겨지는(인정되는) 부
분”과 (b)에서 규정하는 “출원일을 목적으로 체약국은 도면을 상기 (a)(iii)에 언급된
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본 규정이 일본특허법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계의 반응도 관심대상이지
만, 이러한 규정은 특허법조약을 반영하지 않아도 특허협력조약(PCT) Article 11(1)
(ⅲ)(d)에 따른 국제출원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대상이 아니다. 특히, 특
허출원에 있어서 출원일은 특허요건의 판단기준일 및 선출원에 대한 후출원의 기준일
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허법조약에는 출원인이 출원일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원일(filing date)"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출원일
인정 조건)을 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출원일 인정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
또는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65) 여기서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 또는 “도면”
이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도 형식적인 기재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은 용이할
지 모르지만, 나중에 실질적인 특허명세서가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실체심사를 할 시
에는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 또는 “도면”과 특허명세서의 동일점과 차이점을 판
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원일 인정과 심사기준 인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 국내우선권제도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일본기업
163) Administrative Instructions under the PCT, Sections 204 & 204bis.
164) PLT Art. 6(1)(i).
165) 체약국은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여겨지는(인정되는) 부분” 대신에 도면을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출
원일을 인정할 수 있다. 도면에 화학식(a chemical formula), 서열목록(a sequence listing), 또는 사진(a
photograph)을 포함할 것인가는 각 체약국이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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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자들이 관심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고 있는 듯하다.
(ⅳ) 특허법조약 전문가회의 단계에 있어서 일본 산업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면, 903개
일본회사의 지적재산단체인 일본지적재산권협회(JIPA)는 기본적으로 특허법조약을 지지하고
있지만, 몇 개의 규정에 있어서는 출원일에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고 공평성을 결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고,166) 그리고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출원인과 특허청 사이에 전자적 매
체를 통하여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등 상당한 부분이 표준화되고 간소화되어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일본지적재산권협회(JIPA)는 대부분의 출원인이 전자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조약 체약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자출원제도의 도
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허법조약은 초기단계로 방식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특허제도 통일화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다.167) 이와 같은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산업계는 특허
법조약을 일본특허법에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특허출원 및 특허권유지에 필요한 형식과 절차
를 간소화하지 아니하여도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다만, 특허출원
및 특허권유지에 필요한 형식 및 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보다는 특허법의 실체적인 요건,
즉 특허명세서 작성 및 특허요건, 보정제도에 대한 통일화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 한다.168)
(ⅴ) 특허법조약에는 PCT출원의 접수 및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와 같은 국제단계에서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기간(PCT 제22조 및 제39조 참조)
과 국내단계 이후의 절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PCT에 의한 규정
이 특허법조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PCT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 출원인이 국내단계에서 해당 국제출원이 특허법조약 제5조의 규정을 주장하여
PCT국제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169) 이와 같이 PCT는 국제출원
및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등 국제단계에 대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지정국의 국
내단계에 진입 후의 절차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단계의 절차를 통일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특허법조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출원 및 출원서의 양식에 대한 특허법조약의 요건은 PCT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조약과 PCT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정
부도 적극적으로 특허법조약을 일본 특허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특허청출원과 국제출원 모두다 PCT출원의 형식과 방식으로
통일화하고 있으므로 당장 특허법조약을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170)
166) 高見和明 外3人、“PLT（特許法条約）専門家会合報告”、パテント, Vol. 57 No.1, 69면.
167) 일본지적재산협회(JIPA)의 주장에 대해서는 高見和明 外3人、“PLT（特許法条約）専門家会合報告”、パテン
ト, Vol. 57 No.1, 69-70면 참조.
168)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회원사의 특허부장은 특허명세서 기재 및 특허요건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진
다면 일본기업들이 외국특허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특허법조약보다는 특허실체법
조약이 필요하다고 함.
169) WIPO, Explanatory Notes on the Patent Law Treaty and the Regulations under the PLT, Para.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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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법조약 반영을 위한 일본의 검토 방향
가. 적용대상 법률
특허법조약 Art.2(1)에 의하면, 각 체약국은 특허법조약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출원일 인
정 요건을 제외하고는 특허법조약에 규정된 최대 요건(maximum requirements)의 범위 내
에서 출원인 관점에서 보아 더욱 유리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즉, 특허법조약은 특허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만, 출원인과 권리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171) 이러한 규정은 각 체약국별로 출원일 설
정이 통일되어야 실체심사의 기준이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출원일 설정 기준을 각 체
약국이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지위 및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이 각
체약국별로 다르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특허법조약을 특허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허법뿐만 아니라 일본실용신안법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본 실용신안법도 보호객체와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등록요
건 등이 특허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특허법조약 Art.2(2)에 의하면, 특허법조약은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 등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각 체약국을 구속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체적인 요
건은 특허법조약의 대상이 아니며,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으로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172)
이에 대하여, 일본 산업계를 대표하는 일본지적재산권협회(JIPA)는 특허출원 및 특허권유
지에 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본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것보다는 특허명세서 작성 및 특허요건 판단, 보정제도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통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173)

나. 적용대상의 출원종류
특허법조약

Art.3(1)(a)에

의하면,

체약국의

관청에

제출된

“발명특허(patents

for

invention)”와 “추가특허(patents for addition)”174)에 관한 국내 또는 지역 출원 중에서 PCT

170) 2009. 10. 14-16.자 일본특허청 조정과 및 국제과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부에서 받은 느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171) 특허법조약 Art. 3(1)(a)(i) 및 설명노트(Explanatory Notes) (초안) 3.03단 참조.
172) 특허실체법조약(SPLT)의 추진은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에서
2002년부터 논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각국의 이견 조정이 쉽지 아니하여 진전을 보고 있지 않
다. 이에 대하여서는 WIPO 홈페이지(www.wipo.int)의 “Patents →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참조.
173)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회원사의 특허부장은 특허명세서 기재 및 특허요건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진
다면 일본기업들이 외국특허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특허법조약보다는 특허실체법
조약이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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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으로 출원될 수 있는 것이 적용대상이다. 본 규정은 PCT Art.2와 동일한 규정으로
PCT출원과 동일한 범주의 특허출원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디자인, 미국의 식물특허 등은 특허법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PCT 국제출원이 될 수 없
는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및 재등록출원(re-issue application)도 특허법조약의 적
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시향하고 있는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또
는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은 PCT Rule 4.11 규정175)에 의하여 적용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특허법조약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발명특허
또는 추가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은 PCT에 의한 국제출원으로 제출될 수 없지만 특허법조약
Art. 3(1)(a)(ii)에 의하여 적용대상에 포함된다.176)
일본 특허법에는, PCT에 의해 국제출원할 수 있는 것은 발명특허와 국내우선권주장 특허
출원이177) 있으므로 이들이 특허법조약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PCT출원의 대상은 아니
지만 특허법조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특허법상의 분할출원도178)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174) 추가특허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보호되고 있는 특허발명에 개량한 발명을 추가하는
제도이다. 추가특허는 ① 수수료가 보다 저렴하고, ② 자명성과 진보성의 관점에서 최초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신규성의 관점에서 자명하다고 인정되지만 진보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는 배제될 수 있고, ③ 추
가특허는 기본특허의 존속기간에 함께 그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차호 외, 앞의 보고서
36면 참조).
175) PCT Rule 4.11 (Reference to Continuation or Continuation-in-Part, or Parent Application or Grant)
(a) If: (i) the applicant intends to make an indication under Rule 49bis.1(a) or (b) of the wish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treated, in any designated State, a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of addition,
certificate of addition, inventor’s certificate of addition or utility certificate of addition; or (ii) the applicant
intends to make an indication under Rule 49bis.1(d) of the wish tha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treated, in any designated State, as an application for a continuation or a continuation-in-part of an earlier
application; the request shall so indicate and shall indicate the relevant parent application or parent patent
or other parent grant.
(b) The inclusion in the request of an indication under paragraph (a) shall have no effect on the
operation of Rule 4.9.
176) 특허법조약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체약국은 분할출원에 대하여 선출원의 출원일에 관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7) 第四十一条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いて、その者が
特許又は実用新案登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登録出願であつて先にされたもの（以下「先
の出願」という。）の願書に最初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若しくは実用新案登録請求の範囲又は図面
（先の出願が外国語書面出願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外国語書面）に記載された発明に基づいて優先権を主張す
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先の出願について仮専用実施権又は登録した仮通常実施権を有する者があるときは、
その特許出願の際に、これらの者の承諾を得ている場合に限る。
(1) その特許出願が先の出願の日から一年以内にされたものでない場合
(2) 先の出願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許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特許出願、第四十六条第一項若しく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特許出願若しくは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実用新案登録
に基づく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法第十一条第一項 において準用するこの法律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実用新案登録出願の分割に係る新たな実用新案登録出願若しくは実用新案法第十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
項 の規定による出願の変更に係る実用新案登録出願である場合
(3) 先の出願が、その特許出願の際に、放棄され、取り下げられ、又は却下されている場合
(4) 先の出願について、その特許出願の際に、査定又は審決が確定している場合
(5) 先の出願について、その特許出願の際に、実用新案法第十四条第二項 に規定する設定の登録がされている
場合
178) 第四十四条 特許出願人は、次に掲げる場合に限り、二以上の発明を包含する特許出願の一部を一又は二以上の
新たな特許出願とすることができる。
(1) 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範囲又は図面について補正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又は期間内にするとき。
(2) 特許をすべき旨の査定（第百六十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一条の規定による特許をすべき旨の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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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일본 특허법은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5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가출원
제도가 없으므로, 특허법조약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의 종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다. 출원일 인정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일은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발명자는 가능
한 빨리 출원을 하여 출원일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명세서에는 보호받으려고
하는 기술사상을 완벽하게 작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기
에 특허출원하여 선원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선발명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명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발명한 내용
그 자체만으로 우선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특허법조약 제5조(Filing Date1) (1) [출원의 요소]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PLT Art. 5(1)]
(a)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2) 내지 (8)의 규정을 조건으로, 체약국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관청에서 허용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관청이 다
음의 모든 요소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규정하여야 한다.
(ⅰ) 제출되는 요소가 출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ⅱ)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ⅲ)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인정되는 부분179)
定及び第百六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審査に付された特許出願についての特許をすべき旨の査定を除く。）の
謄本の送達があつ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するとき。
(3) 拒絶をすべき旨の最初の査定の謄本の送達があつた日から三月以内にするとき。
２. 前項の場合は、新たな特許出願は、もとの特許出願の時に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新たな特許出願が第二
十九条の二に規定する他の特許出願又は実用新案法第三条の二 に規定する特許出願に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
これらの規定の適用並びに第三十条第四項、第四十一条第四項及び第四十三条第一項（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３. 第一項に規定する新たな特許出願をする場合における第四十三条第二項（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
含む。）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四十三条第二項中「最先の日から一年四月以内」とあるのは、「最先の
日から一年四月又は新たな特許出願の日から三月のいずれか遅い日まで」とする。
４.
第一項に規定する新たな特許出願をする場合には、もとの特許出願について提出された書面又は書類であつ
て、新たな特許出願について第三十条第四項、第四十一条第四項又は第四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前条第三
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は、当該新たな特許出願と同時
に特許庁長官に提出されたものとみなす。
５ 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三十日の期間は、第四条又は第百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
が延長されたときは、その延長された期間を限り、延長されたものとみなす。
６ 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三月の期間は、第四条の規定により第百二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が延長された
ときは、その延長された期間を限り、延長されたものとみなす。
179) 여기에서, 외관상 명세서처럼 보이는 부분은 도면(특허법조약 제5조(1)(b)) 또는 이전출원에 대한 인용(특허법
조약 제5조(7))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정차호 외, 앞의 논문 15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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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출원일을 목적으로, 체약국은 도면을 상기 (a)(iii)에 언급된 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
(c) 출원일을 목적으로, 상기 (a)(ii)에 언급한 요소로서, 체약국은 출원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와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함께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혹은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
록 하는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조약 Art. 5(1)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관심사항은 AIPPI Japan보고서의 질문사항을
근거로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AIPPI Japan보고서에는 현재 특허법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특허법 실시태양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조사결과
를 검토 정리하여본다.

(ⅰ) [Q1-1] 출원일을 얻을 목적으로 출원인은 출원을 지면 또는 「관청이 인정하는 별도
의 수단에 의해」제출할 수가 있다(PLT Art. 5(1)(a)). 출원일 인정을 목적으로 귀청이 지면
이외의 양식 또는 수단에 의한 출원의 제출을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전자출원), 인정되
는 양식 또는 수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 출원일 목적에 관한 양식 또는
수단이 귀청에 의한 출원일 특정후의 출원절차 목적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양식 또는 수
단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180)
위의 질문 [Q1-1]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有
에스토니아

無

ㆍPCT 제22조에 근거하여 국제출원
사본 번역문 제출

핀란드

○
ㆍ일반적으로 출원인은 출원에 대한
통신, 심사에서의 이익 변호를 스스
로 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ㆍ외국 출원인은 특허부여나 발명보
호에 관해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
을 통해서만 사무를 취급할 수 있
다.
ㆍ출원

몰도바 공화국

ㆍ출원수수료 납부
ㆍ유효한 특허 연차료납부

180)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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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출원의 사본 제출
ㆍ출원일 목적을 위한 출원
루마니아

ㆍ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이행
ㆍ수수료, 연차료의 납부
ㆍ선출원의 사본 제출

슬로바키아

○
(1)국내에 거주 또는 실제 로 영업소
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
인은(외국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을
구속하는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되지
있지 않는 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관

슬로베니아

청에 대한 절차에서 본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1) 규정에 관계없이 갱신료는 누
구든 납부 할 수 있다.
ㆍ관청에 대한 어떠한 절차를 위해서
스웨덴

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
ㆍ특허법상, EEA 또는 채널 제도에
절차를 위해 주소를 가지지 않는 자
에게 달리 인정되는 절차는 없다.
특허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절차를

영국

위한 EEA 또는 채널 제도에 있는 주
소를 구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

타 출원, 인용, 의의신청을 하는 자
는 영국내에 절차를 위한 주소를 구
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즈베키스탄

○

(ⅱ) [Q1-2] 귀청은 PLT Art. 5(1)(a)(ⅲ)에 규정하는「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인정
되는 부분」으로서 규정하고 요소로서 도면을 인정하고 있는가.181)
위의 질문 [Q1-2]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
에스토니아

○

핀란드

○

181)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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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키르기스스탄

○

몰도바 공화국

○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웨덴

○

우크라이나

○

영국

○
○

우즈베키스탄

(ⅲ) [Q1-3] 출원일 인정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본인확인정보 또는 관청으로
부터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PLT Art. 5(1)(C). 귀청의 요건은
어떠한가.182)
위의 질문 [Q1-3]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 확인정보
에스토니아

관청으로부터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양자

○

핀란드

○

키르기스스탄

○

몰도바 공화국

○

루마니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웨덴

○

우크라이나

○

영국

○(또는 )

○

우즈베키스탄

○

(ⅳ) [Q1-4] PLT Art. 5(1)(a)(ⅱ)에 규정하는 요소로서(출원인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또는 관청으로부터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요지), 출원인 본인확인의 증거 또는 관청으
로부터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귀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
182)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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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가.183)
위의 질문 [Q1-4]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키르기스스탄

○

몰도바 공화국

○

루마니아

○

아니오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스웨덴

○

우크라이나

○

영국

○

우즈베키스탄

○

(ⅴ) [Q1-5] PLT Art. 5(6)(b)에 기준한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해, 귀청은 PLT Rule 2(
4)184)에 규정하는 선택요건 중에서 어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185)
위의 질문 [Q1-5]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출원
복사

에스토니아

선출원과출
원일인정
복사본
○

선출원명세서결

선출원이

명세서, 도면의

선출원

함부분,

인용에 의해

결함부분이 어디에

번역

도면결함부분

포함된 것의

표시된 것인지의

완전포함

표시

표시

○

○

183)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3면.
184) PLT Rule 2(4).
(i) 선출원의 사본이 Rule 2(3)(통지일로부터 2월)의 기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ii) 선출원이 제출된 특허청에 의해 인정된 선출원의 사본 및 선출원일이 특허청에 의해 권유받았을 때 선출원
의 사본 및 선출원일은 권유일(the date of that invitation)로부터 최소한 4월 또는 Rule 4(1)의 기간 중 먼
저 만료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iii) 선출원이 특허청에 의해 인정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출원의 번역문이 Rule 2(3)의 기간 이내
에 제출되어야 함.
(iv) 명세서의 일부 또는 도면의 누락이 선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함.
(v) 출원일 인정요소 중 하나 이상이 특허청에 처음 접수된 날에 그 출원은 선출원의 내용이 출원의 인용에 의
해 구체화되었다는 표시를 포함함.
(vi) 선출원 또는 그 번역문에 명세서의 누락부분 또는 누락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관한 신청이 Rule
2(3)의 기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185)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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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

키르기스스탄

○

○

○

몰도바공화국

○

○

○

○

루마니아

○

○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스웨덴

○

우크라이나

없음

없음

영국

○

우즈베키스탄

○

없음

○

○

없음

없음

없음

○
○

○

○

(ⅵ) [Q1-6] PLT Art. 5(7)에 기준한 출원일 인정에 있어서 선출원의 인용에 의해 명세서
및 도면을 치환하기 위해 귀청은 PLT Rule 2(5)186)에 규정하는 선택요건 중에서 어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187)
위의 질문 [Q1-6]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출원 의 인용에
그 출원일을
표시할 것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키르기스스탄

선출원
복사

선출원
인정과
복사

PLT Art. 5(7)(a)에 규정하는
선출원 인용이 출원인, 종전권리자 또는
번역

그후의 명의승계인에 의해 제출된
선출원

○

○

몰도바공화국

○

○

○

○

루마니아

○

○

○

○

186) PLT Rule 2(5)의 요지.
(ⅰ) PLT Art. 5(7)에서 언급된 이전출원에 대한 인용은 출원일 인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명세서 및 도면이 이
전출원에 대한 인용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함.
(ⅱ) 인용은 이전출원의 출원번호 및 이전출원이 제출된 특허청을 표시하여야 함.
(ⅲ) 체약국은 인용이 이전출원의 출원일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ⅳ) 체약국은 Rule 4(3)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①이전출원의 사본 및 이전출원의 번역문(이전출원이 특허청에 의해 인정된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 Art. 5(7)(a)에서 언급된 인용을 포함하는 출원이 특허청에 접수된 날부터 최소한 2월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함.
②이전출원의 인증사본은 Art. 5(7)(a)에서 언급된 인용을 포함하는 출원의 접수일부터 최소한 4월의 기간 이
내에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함.
(ⅴ) 체약국은 Art. 5(7)(a)에서 언급된 인용이 출원인, 이전 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즉, 본인)에 의해 제출된 이
전출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음.
187)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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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스웨덴

○

○

우크라이나

○

○

영국

○

○

○

우즈베키스탄

○

○

○

○
○

○

○

이러한 특허법조약 Art. 5(1)의 규정을 일본 특허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ⅰ)의 “특허출원
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와 (ⅱ)의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관청
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부분은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1항188)에 제3호
(특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 및 제4호(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관청
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삽입하는 개정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1항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36조(특허출원)
제1항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2)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3) 특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
(4)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
는 표시

또한 (ⅲ)의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인정되는 부분”의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본 특
허법 제36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 특허청과
산업계는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인정되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특히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것이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인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특허출원일을 인정하여 특허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그 후에 제출된 특허명세서를 근거로 실체심사단계에서 양자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188) 第三十六条 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願書を特許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
い。
(1) 特許出願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2) 発明者の氏名及び住所又は居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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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일을 판단(특허요건 판단기준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심사
관의 심사업무과중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출원일 인정에 따른 특허출원인과 심사관의 분쟁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검토의 대상이라고 한다.189)

제36조(특허출원)
제8항 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대신에 외관상 명세서로 보이는 것을 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9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관상 명세서로 보이는 것을 원서에 첨부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특허출원서 등이 특허청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본 특허법 제36조와 대응되는 우리 특허법 42조에는 특허출원서 및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것(명세서, 특허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특허
법 제42조에는 일본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제5조와 제7조를 2007년도 개정법에 반
영되었다.190) 즉, 특허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출원일이 인정되고
추후 일정기간 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
청 외부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특허법조약 Art. 5(1)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42조
의 2(특허출원일의 인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42조 제5항 및 제7항을 삭제하
고 동법 시행규칙에 제11조의 2(특허출원일의 인정)를 신설하고 동 규칙 제24조(특허출원번
호의 통지)191)를 삭제하는 보정을 주장하고 있다.

189) 2009. 10. 14-16.자 일본특허청 조정과 및 국제과 담당자, 그리고 일본 대기업 C사 특허부장과의 전화인터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190) ⑤ 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
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⑦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191)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특허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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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용역보고서]192)
특허법 제42조의2 (특허출원일의 인정)
①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가 특허청에 제출된 날을 특허출
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특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
2. 특허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특허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
보
3. 외관상 명세서로 보이는 것
② 제1항 각호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193)〈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특허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거나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는 경우 그날
을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특허출원일의 인정)
① 특허청장은 법 제42조의2 제1항 각호가 특허청에 제출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출원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통지받은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 및 동법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이하 특허출원서 등“이라 한다)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통지받은 특허출원인이 법 제54조의 규
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선일부터 1
192) 정차호, 앞의 보고서 참조.
193) 본 조항과 관련한 시행규칙 제11조의2(특허출원일 인정)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⑥ 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는 모든 언어
로 기재될 수 있다.〈신설〉
⑦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⑧ 제7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특허출원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국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⑨ 제8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국어로 된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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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이내에 특허출원서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일부터 1년
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내에 특허출원서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⑤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특허출원서 등이 특허청장에게 제출되
지 않은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신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행 일본특허법에서는 특허명세서 및 도면, 특허청구범위를 특
허법의 기재요건에 맞게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여야 특허출원일이 확정되는 것으로, 특허법조
약의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일본 특허법은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5항 및 제
7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가출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조약
의 출원일 규정을 반영하려면 제도적 변화를 많이 가져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
의 비공식적 검토방향과 우리 특허청의 용역과제보고서상의 차이점은 특허법조약 Art. 5(1)
의 출원일 인정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일본 특허법 제36항과 우
리 특허법 제42조의 규정에 삽입 개정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역보고서에는 별도
항을 신설을 주장하면서 현행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조항인 제42조 제5항을 삭제
하고 특히 제7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5항으로 이전 신설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허법조약 Art. 5(1)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일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 출원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취소하려면, 그 권리를 인정한 특허법과 같은 수준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아니라 특허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허법조약이 우리 특허법에 반영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서 서식에는 Art. 5(1)(ⅰ) 및 (ⅱ)의 규정이 반영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와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
도록 하는 표시”를 하고, 그리고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것은 Art. 5(1)(ⅲ)의 규정이 반영된
“외견상 명세서(Description)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논문,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제품사양
서, 기술설명서, 도면이 기재된 팜플렛 등 자유로운 형태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은 비록 완벽한 특허명세서는 아니지만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 특허청의
통지일로부터 최소 2개월194)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195)까지 특
허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출원이 취소되
지 않는다. 만약 우리나라가 출원료 납부, 명세서 제출 등의 시기를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나 출원일로부터 2개월 중 늦은 날로 하여 특허법조약을 도입하게 되면, 출원인은 “외견상
194) PLT Rule 7(2).
195) 최근 시행된 영국특허법 The Patent Rules 2007 Rules 22(1) & (7))에는 출원료 납부 및 서식에 의한 명세서
제출을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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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Description)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논문,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제
품사양서, 기술설명서, 도면이 기재된 팜플렛 등을 근거로 특허출원하여 출원일을 인정받고,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196) 특허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명세
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출원서식
특허출원인은 특허명세서를 근거로 각국에 특허출원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에서 규정하는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명세서를 다시 작성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형식이 통일화되어 있지 아니하다보니 특허
출원인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절차상에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려고 특허법조약 Art.6(Application)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PLT Art. 6(1) 및 (2)]
(1) [출원의 양식 또는 내용]197)
본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아래 사항과 상이하거
나 부가적인 출원의 양식 또는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요건도 요구할 수 없다:
(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규정된 양식 또는 내용과 관련한 요건
(ⅱ) 일단 특허협력조약 제23조198) 또는 제40조199)에 말한 것과 같은 국제출원의 절
196) “논문,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제품사양서, 기술설명서, 도면이 기재된 팜플렛 등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특허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명세서’ 등을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신규사항이 추가되어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권주장을 이용하는 것이 출원 전략
상 바람직하다(정차호, 앞의 논문 158면에서 재인용).
197) (1) [Form or Contents of Application]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Treaty, no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relating to the form or contents of an
application different from or additional to:
(ⅰ)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form or contents which are provided for in respect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ⅱ)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form or contents compliance with which,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may be required by the Office of, or acting for, any State party to that Treaty once the processing
or examination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3 or Article 40 of the said Treaty,
has started;
(ⅲ) any further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198) 제23조(국내절차의 연기)
(1) 지정관청은 제22조에 규정하는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청구에 따라 국제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199) 제40조(국내심사와 다른 절차의 연기)
(1) 체약국의 선택이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을 경과하기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해당 체약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해당 체약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은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 규정하는 해당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출원의 심사와 다른 절
차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택관청은 출원인의 명시적 청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의 심사 및 여타 다른 절차
를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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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 심사가 개시된 경우,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따라 동조약 체약국의 관청 혹
은 체약국을 위하여 행동하는 관청에 의해 요구되는 출원의 양식 혹은 내용과
관련한 요건
(ⅲ) 규칙에 규정된 추가적인 요건
(2) [출원서 양식]200)
(a) 체약국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시 요구되는 의무적 내용과 상응하는
출원서의 내용이 체약국이 규정한 출원서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약국은 (1)(ii)에서 허용되거나 (1)(iii)에 따라 규칙에 규정된 추가
적인 내용이 동 출원서 양식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체약국은,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1)을 전제로, 상기 (a)에 언급된 내용
을 규칙에 정한 출원서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본 특허법에는 PLT Art. 6(1) 및 (2)와 관련한 규정으로서는 제36조(특허출원)과 제184
조의 5(서면제출 및 보정명령),201) 그리고 184조의 6(국제출원에 관한 원서, 명세서 등의 효
력)202)이 있으며, 만약 동 조항의 규정을 반영하려면 위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
200) (2) [Request Form]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the contents of an application which correspond to the
contents of the reques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be presented
on a request Form prescribed by that Contracting Party. A Contracting Party may also require that any
further contents allowed under paragraph (1)(ii) o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pursuant to paragraph
(1)(iii) be contained in that request Form.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nd subject to Article 8(1), a Contracting Party shall accept the
presentation of the cont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n a request Form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201) 第百八十四条の五 国際特許出願の出願人は、国内書面提出期間内に、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特許庁
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出願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2) 発明者の氏名及び住所又は居所
(3) 国際出願番号その他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事項
2. 特許庁長官は、次に掲げる場合は、相当の期間を指定し、手続の補正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1) 前項の規定により提出すべき書面を、国内書面提出期間内に提出しないとき。
(2) 前項の規定による手続が第七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又は第九条の規定に違反しているとき。
(3) 前項の規定による手続が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方式に違反しているとき。
(4) 前条 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すべき要約の翻訳文を、国内書面提出期間（前条第一項ただし書の外国語特
許出願にあつては、翻訳文提出特例期間）内に提出しないとき。
(5) 第百九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手数料を国内書面提出期間内に納付しないとき。
３. 特許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より手続の補正をすべきことを命じた者が同項の規定により指定した期間内に
その補正をしないときは、当該国際特許出願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202) 第百八十四条の六 国際特許出願に係る国際出願日における願書は、第三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出した願
書とみなす。
２.日本語でされた国際特許出願（以下「日本語特許出願」という）に係る国際出願日における明細書及び外国語
特許出願に係る国際出願日における明細書の翻訳文は第三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
た明細書と、日本語特許出願に係る国際出願日における請求の範囲及び外国語特許出願に係る国際出願日に
おける請求の範囲の翻訳文は同項の規定により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特許請求の範囲と、日本語特許出願
に係る国際出願日における図面並びに外国語特許出願に係る国際出願日における図面（図面の中の説明を除
く。）図面の中の説明の翻訳文は同項の規定により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図面と、日本語特許出願に係る
要約及び外国語特許出願に係る要約の翻訳文は同項の規定により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要約書とみなす。
３. 第百八十四条の四第二項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条約第十九条（１）の規定に基づく補正後の請求の範囲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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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법조약 Art. 6(1) 및 (2)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관심사항은 AIPPI Japan보고서의 질
문사항을 근거로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AIPPI Japan보고서에는 현재 특허법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특허법 실시태양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조
사결과를 검토 정리하여본다.

(ⅰ) [Q 3.1] PLT Art. 6(1)은 PCT의 국제출원양식 또는 내용에 관한 요건을 국내/지역
출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PCT와의 비교 관점으로부터 본 국내출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소에 대하여 그리고 국제출원과의 차이점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십시오.203)
위의 질문 [Q3.1]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ㆍ미국특허 출원요건은 규칙 제1부에 규정된 바와 같이, PCT에서 규정하는 형
식 또는 내용에 관한 요건, 혹은 국제출원 (국내) 단계에서의 절차 또는 심사
미국

보다도 한정적이지 않다고 이해되고 있다. 한가지 가능한 예외는, 규칙 §1.83
(a)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① 도면은 클레임에서 특정된 발명의 모든 특징
을 나타낼 것, ② 명세서에 포함된 표나 배열번호는 도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 (법제371조(국내단계)에 의한 출원은 제외)는 것으로 되어 있다.
ㆍEPC 2000 제35, 36, 41 규칙 참조

유럽특허기구

[이하, AIPPI조사]
ㆍPCT (국제출원) 와의 차이를 좁힐 의도는 아님. PLT로 준수 해야 하는, EPC
2000에서는 클레임 제출을 출원일 인정요소에서 배제하고 있다 (인터뷰)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대한민국
중국

ㆍ회답 없음
ㆍ현재상태, 국내출원과 PCT국제출원과의 차이 없음
ㆍ회답 없음
ㆍ원서는 PCT 양식에 따라 2007년 7월 1일 개정된
ㆍ회답 없음
ㆍ출원인 및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을 위한 주소는 공통
되지만, 독일 양식에서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등록이 있는 경우, 팩스번호
는 필요하지 않다.

독일

ㆍ발명의 명칭은 공통된다.
ㆍ선출원의 우선권 주장(출원일, 출원번호, 및 나라명) 및 선출원의 인정 사
본은 공통되지만, 독일양식에서는 추가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ㆍ심사청구
ㆍ조사청구

翻訳文が提出された場合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補正後の請求の範囲の翻訳文を第三十六条第二
項の規定により願書に添付して提出した特許請求の範囲とみなす。
203)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60-61면 및 “特許法条約(PLT)に関する質問状”부분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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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허양도를 나타내기 위한 신청
ㆍ선출원에 대응하는 본출원에서의 선서
ㆍ수수료 납부 방법 (은행송금, 계좌이체)는 공통되지만, 독일양식에서는 아
래의 선서를 요구한다.
ㆍ라이선스 허락 의사
ㆍ본출원에 따라 외국에서 출원할 의도
ㆍ분할ㆍ배제
ㆍ부록의 대조표는 공통되지만, PCT 양식의 Ⅷ 박스는 독일양식에
는 없다.
ㆍ서명 및 서명자의 직무는 공통된다.
브라질

ㆍ회답 없음

러시아

ㆍ회답 없음

(ⅱ) [Q 3.2] PLT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위의 [Q 3.2]에 설명한 차이점을 변경할 필요성
이 있는가.204)
위의 질문 [Q3.2]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ㆍ회답없음

유럽특허기구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ㆍEPC2000은 PLT을 준수하고 있어, 변경하지 않음
ㆍ회답없음
ㆍ변경하지 않는다

캐나다

ㆍ회답없음

대한민국

ㆍ이미 PCT양식에 준수하고 있어 변경의 필요 없음

중국

ㆍ회답없음

독일

ㆍ전술의 차이는 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근복적인 것이 아님

브라질

ㆍ회답없음

러시아

ㆍ회답없음

(ⅲ) [Q 3.3]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것인가.205)
그리고 이외에도 [Q 3.4] 우선권증명서의 재출기간은 우선이로부터 몇 개월로 할 것인가.206)
[Q 3.5] 우선권증명서가 관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207)
위의 질문 [Q3.3] 내지 [Q3.5]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4)
205)
206)
207)

AIPPI
AIPPI
AIPPI
AIPPI

Japan,
Japan,
Japan,
Japan,

앞의
앞의
앞의
앞의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62면
63면
63면
63면

및
및
및
및

“特許法条約(PLT)に関する質問状”부분
“特許法条約(PLT)に関する質問状”부분
“特許法条約(PLT)に関する質問状”부분
“特許法条約(PLT)に関する質問状”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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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6면.
6면.
6면.

ㆍ우선권증명서의 제출요(규칙 1.55참조)
ㆍ제출기간은, 우선일로부터가 아닌 발행수수료 납부시 또는 그 이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우선권서류는 수속상, 발행수수료 납부후에 있어서도,
추가수수료와 함께 제출가능하다.
미국

ㆍ번역의 제출은, 아래의 경우만 요구된다.
ㆍ출원이 인터피어런스(둘 이상의 특허출원중 어떤것이 클레임된 발명을
최초에 했는지 인정하는 수속에 관한 경우)
ㆍ심사관이 의거한 인용일을 뒤엎을 필요가 있는경우, 또는
ㆍ심사관으로부터 특별히 요구된 경우(예를 들면, 먼저 출원이 당해발명의
실시가능한 개시를 하고 있는 경우)
ㆍ우선권증명서의 제출요(EPC2000제88조, 동제53규칙(1)참조)
[이하, AIPPI조사]
ㆍ제출기간은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동규칙참조)

유럽특허기구

ㆍ번역의 제출은, 전의 출원이 관청의 공용어에 따르지 않으며 또한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이 걸린 발명의 특허성의 판단에 관한 경우에, 관청이 지정하
는 기간내에 요한다. 선택적으로 유럽특허출원은, 먼저 이루어진 출원의 완
전한 번역이라는 취지의 선서서를 제출할수도 있다(동규칙(3)참조)
ㆍ우선권증명서의 제출요

네덜란드

ㆍ제출기간은 우선일로부터 16개월
ㆍ번역에 대해서는, 관청이 인정하는 언어에 의한 우선권증명서가 아닌 경
우 동기간내에 번역물제출요
[AIPPI 조사]
ㆍ우선권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심사관이 요구할 수는 있다(규칙제
89조참조)

캐나다

ㆍ제출기간의 규정은 없다
ㆍ번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요구한다(장관은 장관에게 제출된 영어 또는
프랑스어가 아닌 어떠한 서류도 출원인이 당해서류의 그들의 언어의 하나로
의 번역문을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해야만 한다는
규정(규칙제71조(1))참조)
[AIPPI조사]
ㆍ우선권증명서의 제출요(법제29조, 규칙32참조)

중국

ㆍ제출기간은, 외국에서 처음으로[중간생략]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조(1)참조)
ㆍ번역에 대해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필요에 따라 지정된 기간내에 중
국어 번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규칙4(2)참조)

위의 [Q 3.1]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이미 PCT국제출원과 양
식과 차이가 없고, 미국은 대부분 PCT국제출원 양식과 유사하지만 특히 도면에는 클레임에
서 특정되는 발명의 모두를 기재할 것, 또한 명세서에 포함되는 표 및 배열번호는 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단 법 제371조의 국내단계에 의한 출원은 제외)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선출원의 우선권주장(출원일, 추루언번호 및 국명) 및 선출원 인정증명서 제출은 공
통이지만 추가적으로 심사청구, 조사청구, 특허양도를 표시하는 신청, 선출원에 대응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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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8) 이와 같이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조약의 미가
입국에 있어서 자국의 출원양식과 PCT국제출원양식의 차이점을 조사분석을 통하여 일본특
허법의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대리
특허법조약 Art. 7(Representation)에 대하여는 일본특허청 용역과제인 AIPPI Japan보고
서에 나타난 일본특허청의 관심사항(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 PLT

非加盟国の現行制度

と批准向けた準備状況)을 위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P특허법조약 Art. 7(2)(a) 및 (b)에는 강제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체약국은 관청에 대한 절차 중 아래에 규정한 절차를 제외한 다른 절차에 한하여 출
원인, 권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ⅰ) 출원일 인정을 위한 출원의 제출209)
(ⅱ) 수수료의 단순한 납부210)
(ⅲ)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절차211)
(ⅳ) 항목 (ⅰ) 내지 (ⅲ)에서 언급된 모든 절차에 대한 관청의 접수증 또는 통지서
발행212)
(b) 유지료(등록유지료)는 어느 누구라도 납부할 수 있다.213)

이와 같이 체약국은 출원인, 출원 승계인, 출원인,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당해 관
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① 출원

208) 독일출원양식에는 PCT양식 Ⅷ의 규정은 없다.
209) PLT Art. 7(2)(a)(ⅰ)에 의하면, 출원인 등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일 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출원인 등이 출원일 인정을 목적으로 직접 제출한 출원서에 출원일 인정과 관계없는 요소(예를 들
면, 청구항, 번역문, 출원료 등)들을 추가로 더 포함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체약국은 출원
일 인정 이후에, 청구항, 번역문, 출원료 등의 제출을 위해 대리인이 선임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10) PLT Art. 7(2)(a)(ⅱ)에 의하면, 체약국은 수수료의 단순한 납부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없
지만, 해당 수수료 납부가 다른 행위(예를 들면, 심사 청구)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인
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수수료의 납부가 단순한지 아닌지는 체약국이 결정할 사항이다.
211) PLT Art. 7(2)(a)(ⅲ)에 의하면, 규칙 7(1)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규칙 2(4)에 의한 선출원 사본의 제출, 및
② 규칙 2(5)(b)에 의한 이전출원 사본의 제출』이 있다.
212) PLT Art. 7(2)(a)(ⅳ)에 의하면, 관청이 접수증 또는 통지서를 발행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체약국은 출원인 등에게 조약 제8조(6) 및 규칙 10(2)에 따라 규정된 영토(통상적으로, 체
약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주소를 서신 및 법률 서비스를 위하여 관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주소로 해당 접수증 또는 통지서가 발송된다.
213) PLT Art. 7(2)(b)에 의하면, 체약국은 유지료(등록유지)는 해당 특허와의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누구나(any person)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법조약 제1조 (iv)에서 "person"이 “자연인(natural person)"을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한덕원, 앞의 보고서 46면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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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설정을 위한 출원서 제출, ② 수수료의 단순한 납부, ③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절차, 및
④ 상기 ① 내지 ③의 절차에 대한 접수증 또는 통지서의 발행』의 경우에는 출원인 등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없다. 즉, 체약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출원인 등이 당해 관청에 대하여 상기 ① 내지 ③의 절차를 대리인 없이 직접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체약국은 특허법조약 Art. 8(6) 및 Rule 10(2)에 따라 규정된 영토(통상적으
로, 체약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주소를 서신 및 법률 서비스를 위하여 관청에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 등이 항목 특허법조약 Art. 7(2)(a)(ⅰ) 내지 (ⅳ)의 절차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선임된 대리인은 체약국이 특허법조약 Art. 7(1)에 따
라 적용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의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대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우리나라에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선임이 가능하다.
AIPPI Japan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 Art. 7(2)(a) 및 (b)에 대하여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실시상황” 및 “비가맹국의 현행제도와 비준을 위한 준비상황214)”이라는 목차로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사항은 비록 AIPPI Japan이 선정하여 특정
을 하였겠지만, 결국에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본 특허청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사항의 조사 결과를 참고로 일본정부가 특허법조약을 비준하고 특허법의 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AIPPI Japan보고서의 질문사항과 조
사결과를 검토 정리하여 본다.

(ⅰ) [Q 2-1] PLT Art. 7(2)(a) 및 (b)에 규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출원인,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 자신이 예를 들면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관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 인정되어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215)
위의 질문 [Q2-1]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4) 【PLT 非加盟国の現行制度と批准向けた準備状況】에 대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Q 4. 1] 비거주자가 국내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Q 4. 2] 비거주자에 의한 직접 출원은 어느 정도의 빈도로 행해지고 있는가. 만약 자료가 있다면 건수에 대한 통
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4. 3] 비거주자가 직접 관납료를 지불하는 경우, 어떠한 지불방법을 인정하고 있는가. 어떠한 지불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것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4. 4] 비거주자를 위하여, 관청에 대한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대리인을 필요
로 하는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Q 4. 5] 대리에 대하여 상표, 디자인도 같은 형태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가. 특허절차와의 차이점이 있으면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215)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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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

에스토니아

無

ㆍPCT 제22조에 근거하여 국제출원
사본 번역문 제출

핀란드

○
ㆍ일반적으로 출원인은 출원에 대
한 통신, 심사에서의 이익 변호를
스스로 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

ㆍ외국출원인은 특허부여나 발명보
호에 관해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
을 통해서만 사무를

취급할 수 있

다.
ㆍ출원
몰도바 공화국

ㆍ출원수수료 납부
ㆍ유효한 특허 연차료 납부
ㆍ선출원의 사본 제출
ㆍ출원일 목적을 위한 출원

루마니아

ㆍ국제출원의 국내단계이행
ㆍ수수료, 연차료의 납부
ㆍ선출원의 사본 제출

슬로바키아

○
(1)국내에 거주 또는 실제로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외국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을 구속
하는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슬로베니아

않는 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관청에
대한 절차에서 본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1)의 규정에 관계없이 갱신료는
누구든 납부 할 수 있다.
ㆍ관청에 대한 어떠한 절차를 위해서

스웨덴

도 대리인을 선임할 것은 요구되지 않
는다.

우크라이나

○
ㆍ특허법상, EEA 또는 채널 제도에 절
차를 위해 주소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

영국

달리 인정되는 절차는 없다.
특허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절차를
위한 EEA 또는 채널 제도 에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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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타
출원, 인용, 의의신청을 하는 자는 영
국내에 절차를 위한 주소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즈베키스탄

○

(ⅱ) [Q 2-2] 동일인에 의한 하나 이상의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단일 위임장이

제출되는 경우, 귀청은 각각의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위임장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가.216)
위의 질문 [Q2-2]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
에스토니아

○

핀란드

○

아니오

○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공화국

○

루마니아

○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스웨덴

○
○

우크라이나
영국

○

우즈베키스탄

○

이와 같이 [Q 2-1] 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법조약 가맹국인 키르지스탄, 에스토니아, 몰도
바, 루마니아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반면에 핀란드, 슬로바니아, 스웨
덴, 우크라이나, 영국, 우즈베키스탄 등은 불가능하다. [Q 2-2]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법조약
가맹국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위
임장 복사본을 요구하고 있지만, 키르지스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은 위임장 복사본
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동 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실시현황과 비가맹국의 특허법
규정을 조사․분석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참고로 일본 특허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바. 구제기간
특허법조약 Art. 11 기간에 관한 구제(Article 11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에 대
216)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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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본특허청 용역과제인 AIPPI Japan보고서에 나타난 일본특허청의 관심사항을 위주
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허법조약 Art. 11(1) 내지 (6)에는 구제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기간의 연장] 체약국은 출원 또는 특허에 있어서 관청에 대한 절차상의 행위를 위해
관청이 정한 기간을 규칙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규칙에
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관청에 연장한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고, 당해 신청이 체
약국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ⅰ) 기간 만료 전; 또는
(ⅱ) 기간 만료 후에,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
(2) [절차의 계속] 출원인 혹은 권리자가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하여 관청에 대한 절차상
의 행위를 위해 체약국의 관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당해 체약국이 상
기 (1)(ii)에 따른 기간연장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체약국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절차가 계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출원과 특허에 관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권리를 복원하여야 한다.
(ⅰ) 그러한 취지로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관청에 신청이 이루어질 것;
(ⅱ)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해당 행위를 위한 기간과 관련하
여 적용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것.
(3) [예외] 체약국은 규칙에 규정된 예외사항에 관하여는 (1) 또는 (2)에 언급된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4) [수수료] 체약국은 (1) 또는 (2)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 수수료 납입을 요구할 수 있
다.
(5) [다른 요건의 금지] 체약국은, 본 조약 또는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기
(1) 또는 (2)에 따라 규정된 구제에 관하여 (1) 내지 (4)에 언급된 것들 이외의 요건
을 요구할 수 없다.
(6) [거절예정의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 (1) 또는 (2)에 의한 신청은 거절이 이루어지
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출원인이나 권리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될 수 없다.

특허법조약 Art. 11(1) 및 (2)의 기간구제는 출원인이 실수로 “관청에 대한 절차”에 대하
여 “체약국의 관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인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구제는 Art 11(1)/(2)(4), Rule 12에 의한 기간의 연장 및/또는
만료된 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수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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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간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Art 12에 따른 권리 복원과는 달리 출원인의 상당한 주
의(due care)나 비고의성(unintentional)을 전제로 하지 않고 또한 그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출원인이 각종 서류 제출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출원권리의 상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AIPPI Japan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 Art. 11(1)(2)(3)에 대하여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실시
상황” 및 “비가맹국의 현행제도와 비준을 위한 준비상황217)”이라는 목차로 아래와 같은 질
문사항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사항은 비록 AIPPI Japan이 선정하여 특정을
하였겠지만, 결국에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본 특허청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질문사항의 조사 결과를 참고로 일본정부가 특허법조약을 비준하고 특허법의 개정 방향
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AIPPI Japan보고서의 질문사항과 조사결
과를 검토 정리하여 본다.

(ⅰ) [Q 4-1] 구제기간에 대하여, 귀청은 어떠한 타입의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218)
위의 질문 [Q4-1]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간만료전의
기간연장 신청
연장기간
에스토니아

기간만료후의 기간연장신청
신청기간

보충기간

2~4개월로
합계 6개월 이내

핀란드
6개월

12개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신청기간

보충기간

2개월

2개월

4개월

4개월

6개월
6~12개월

6~12개월 이내
몰도바

계속 처리

이내

6개월 이내

217) 【PLT 非加盟国の現行制度と批准向けた準備状況】에 대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Q 6. 1] 관청에 대한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상의 행위에 대하여, 관청이 지정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을 인정
한다고 하는 구제수단이 있는가.
[Q 6. 2] 기간구제의 신청은 당초 기간냉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혹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가능한가.
가능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연장기간, 수수료, 기타 요건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Q 6. 3] 실무상, 관청의 독자적인 재량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인정하는 운용제도가 있는가. 만약 있으면, 그 운용
실무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Q 6. 4] 일단 연장된 기간을 다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 있으면 그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1)
[Q 6. 5] 기간연장 신청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중에서 관청이 승인하는 비율은 몇 %인가. 만
약 있으면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Q 6. 6] 기간구제에 대하여 상표, 디자인도 같은 형태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가. 특허절차와의 차이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8)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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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사유가
없어진 후 부터
루마니아

2개월 단지

3개월 까지

2개월

기간 만료후
1년
공식결정으로부

슬로바키아

2개월

슬로베니아

3개월

2개월

2개월(a)

스웨덴

통상 2개월(b)

4개월

신청시

우크라이나

6개월

6개월

6개월

영국

터 2개월

2개월

우즈베키스탄

왼쪽과 같음

2개월
기간연장기한으

6개월 이내

로부터 12개월

규정 없음

(ⅱ) [Q 4-2] 어떠한 행위가 위의 [Q 4-1] 에 기재하는 구제수단으로부터 제외되는가.219)
위의 질문 [Q4-2]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스토니아

ㆍ이미 구제가 이루어진 기간에 관한 재 구제
ㆍ연차료 납부 기간에 관한 구제
ㆍ기간연장신청에 관한 행위
ㆍ유효한 특허의 연차료 납부

몰도바 공화국

ㆍ우선권 주장
ㆍ심사청구
ㆍ특허청에서의 심판 청구
ㆍ우선권 주장
ㆍ출원의 번역 제출
ㆍ출원수수료 납부

루마니아

ㆍ조사보고서료 납부
ㆍ취소 청구
ㆍ결정 후 분할 출원
ㆍ연차료 납부
ㆍ특허 받을 권리에 관한 소송 후의 새출원
ㆍ1995년 특허규칙부칙 제1부4A(또는 최근발효의 2007 특허규칙 부표 제1
부4)에 규정된 기간

영국

ㆍ늦은 우선권 주장
ㆍ우선권 회복
ㆍ실효된 특허권의 회복

219)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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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갱신 수수료의 납부
ㆍ이의 신청
ㆍ권리로서 라이선스가 설정가능한 것을 등록부에 기입하는 것을 삭제
ㆍEP(UK)출원이 UK출원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지령을 위한 신청
ㆍ절차를 위한 주소제출
ㆍ기간연장을 위한 신청
ㆍ보조적 보호증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를 위한 수수료
납부
ㆍ생물재료의 새로운 기탁

우즈베키스탄

ㆍ심사청구
ㆍ수수료 납부 문서의 사본 제출 기간

동 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실시현황과 비가맹국의 특허법 규정을 조사․분석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참고로 일본 특허법에 기간구제에 대한 특허법조약 Art. 11을 어떠
한 방향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특히, [Q 4-1] 및 [Q 4-1]에 대해서는 “기간만료 전의 신청에 의한 기간연장”, “기간만료
후의 신청에 의한 기간연장”, “처리계속”으로 구분하여 기간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자국 특허법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구제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특허법에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맹국의 특허
법에 반영된 사항과 비가맹국의 현행특허법상의 규정(Q 6.1 내지 Q 6.6)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를 참고하여 일본특허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가는 현 단계에서는 정
확히 알 수 없지만, 일본특허청은 기간구제에 대하여 외국제도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권리회복
특허법조약 Art. 12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관청이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by the Office)
에 대하여, 일본특허청 용역과제인 AIPPI Japan보고서에 나타난 일본특허청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허법조약 Art. 12(1) 내지 (5)에는 권리회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신청] 체약국은,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관청에 대한 절차상의 행위를 위한 기간을 준
수하지 못하고, 이러한 미준수가 직접적으로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관청이 아래의 요건을 조건으로 해당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출원인 또
는 권리자의 권리를 복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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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러한 취지신청이 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당해 관청에 이루어지고
(ⅱ) 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상기 행위에 대한 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며
(ⅲ) 신청에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기재되고
(ⅳ) 관청이,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기간 미준수가 발
생하였거나, 또는,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기간의 지체가 의도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예외] 체약국은 규칙에 정해진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회복을 인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수수료] 체약국은 (1)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4) [증거] 체약국은 상기 (1)(iii)에 규정한 신청이유를 지지할 수 있는 선언서 또는 기타
증거를 관청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거절 예정의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 (1)에 의한 신청은, 거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신청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거절될 수 없다.

특허법조약 Art. 12(1) 내지 (5)에 대하여, AIPPI Japan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실시상황” 및 “비가맹국의 현행제도와 비준을 위한 준비상황221)”이라는 목차로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AIPPI Japan보고서의 질문사항과 조사결과
를 검토 정리하여 본다.

(ⅰ) [Q 5-1] 귀청은 어떠한 사정 하에서 PLT 제12조에 규정하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권리회복을 인정하고 있는가. 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십시오.222)
220) 이와 대응되는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16조 제2항(무효처분의 취소),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제81조의3(특허
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등이 있다.
221) 【PLT 非加盟国の現行制度と批准向けた準備状況】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Q 7. 1] 현재,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관청에 대하여 절차상의 행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준수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가.
[Q 7. 2] 예를 들면, 기간의 부준수(不遵守)가 상황에 응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
생한 경우, 기간의 부준수(不遵守)가 고의가 아닌 경우, 위의 중에서 어떠한 경우에 권리회복을 인정하고 있는
가.
[Q 7. 3] 권리회복의 신청기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Q 7. 4]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상실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의 사이에 당해출원 또는 특허를 사용(또
는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가 주어지는가.
[Q 7. 5] 권리회복 신청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중에서 관청이 승인하는 비율은 몇 %인가.
만약 있으면 건수에 관한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Q 7. 6] 권리회복에 대하여 상표, 디자인도 같은 형태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가. 특허절차와의 차이점이 있
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2)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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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 [Q5-1]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간 불준수가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상
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기간불준수가 고의가 아니었다.
하였다
ㆍ불가항력 기타 출원인 또는 대
에스토니아

리인과 관계없는 장애에 의해 기
간불준수가 발생한 경우이다.

핀란드

ㆍ“상당한주의”의 판단기준을 국내법은 정
의하고 있지 않다.

키르기스탄

○

○

몰도바공화국

○

○

루마니아

○

○

슬로바키아

○
ㆍ관청에 대한 수속을 하는 당사자가, 사
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칙에 따라 관
청에 의하여 요구된 의무 때문에 기간을

슬로베니아

준수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불준수가 출
원 기타 신청의 취하라고 간주되거나, 또
는 권리의 거절, 거부 또는 상실로 간주되
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권리의 회
복할 수 있다.

스웨덴

ㆍ출원인은 사정에 따라 요구된 모든 상당
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ㆍ고의가 아니란것은, 출원인의

우쿠라이나

컨트롤을 넘을 수 있는 사유, 또
는 예측불능한 결과를 의미한다.
출원인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
던 이유를 들어야만 하며, 또한
그를 위한 증거도 제공해야 한

영국

다. 기간의 불준수가 고의였는지
의 여부의 판단은, 출원인의 증
거를 기초로써 이루어진다.
출원인으로부터 제출 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서서 기타

우즈베키스탄

○

증거가 고의가 아닌 것이 확인될
경우, 관청은 출원인 또는 권리
자의 권리의 회복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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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Q 5-2] 권리회복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223)
위의 질문 [Q5-2]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ㆍ불준수의 사유가 소멸된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신청에의해 출원
에스토니아

인이 제출한 경우에 권리회복이 인정된다. 준수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그에
따른 기간 내에 보충되어야만 한다. 또한, 당초의 기간으로부터 12개월에
한해 출원은 인정된다

핀란드
키르기스탄

ㆍ불준수의 사유가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늦어도 기간만료후 1년
ㆍ12개월
ㆍ불준수의 사유가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늦어도 준수하지 않았던 기간 만

몰도바 공화국

료후 12개월
ㆍ유지수수료의 경우는 준수하지 않았던 기간 만료후 18개월

루마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ㆍ우선권주장의 경우 기간만료로부터 2개월
ㆍ불준수의 사유가 소멸된 후 2개월 이지만, 늦어도 당해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ㆍ2개월(PLT제13규칙(2)(i)에 근거할 경우)
ㆍ12개월(동(2)(ii)에 근거할 경우)
ㆍ상실한 출원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불준수의 사유가 소멸된 후 2개월 및
당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중 빠른 종료하는 날이다.

영국

ㆍ갱신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상실한 특허의 권리외복을 위해서
는 당초의 갱신수수료의 납부기한에 이어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만료 후 13
개월째의 월말까지 신청해야만 한다

우즈베키스탄

ㆍ2개월

(ⅲ) [Q 5-3] 귀청은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요구한다면 금액은 얼마인가.224)
위의 질문 [Q5-3]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

아니오

에스토니아

500EEK

필란드

250유로

키르기스탄

6개월 이내 75달러
6~12 개월 이내 100달러

몰도바공화국

100달러

루마니아

200유로

223)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23면.
224)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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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1,000SKK

슬로베니아

150유로

스웨덴

500SEK

우크라이나

80유로

영국

출원의 권리회복:150파운드
특허의 권리회복:135파운드

우즈베키스탄

210달러

(ⅳ) [Q 5-4] 어떠한 행위가 권리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가.225)226)
위의 질문 [Q5-4] 에 대한 AIPPI Japan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ㆍ분할출원
ㆍ출원수수료를 위한 기간
ㆍ누락부분 도는 먼저 이루어진 출원의 인용에 의한 명세서의 누락부분 또
에스토니아

는 누락도면의 치환의 제출
ㆍ명세서의 누락부분의 번역제출
ㆍPCT제22조에 기초하여 PCT출원의 번역제출을 위한 연장기간
ㆍ특허부여수수료의 기간
ㆍ심판부에 대한 행위

핀란드

ㆍ권리회복의 신청
ㆍ당사자계수속

키르기스탄

ㆍ심판을 위한 신청
ㆍ국어가 아닌 언어에 의해 제출된 출원서류의 번역제출

몰도바공화국

ㆍ심사청구의 제출
ㆍ특허청의 심판부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ㆍ준수하지 않았던 기간 또는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신청의 제출

루마니아

ㆍ없음
ㆍ이의신청 그 외의 신청
ㆍ최초의 출원의 사본의 제출
ㆍ원상회복을 위한 신청

슬로베니아

ㆍ처리의 계속을 위한 신청
ㆍ우선권주장의 신청
ㆍ우선권주장의 정정ㆍ추가를 위한 신청
ㆍ우선권회복을 위한 신청

225) AIPPI Japan, 앞의 보고서 “PLT 加盟国の国内実施状況”부분 24면.
226) 권리 회복 신청의 예외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법을 보면, 심판원 또는 재심기관에 대한 절차 수행을 위한 기
간 중 권리의 소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간은 달리 권리의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권리 회복을 인정하는 현행 특허법은 특허법조약 Rule 13(3)에 열거된 예외
사항은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권리 회복 대상의 예외로 삼을 수 있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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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ㆍ없음
ㆍ출원의 권리회복은 아래 기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ㆍ장관에 대한 수속에 관한 것

영국

ㆍ늦은 우선권주장의 목적
ㆍ출원의 권리회복을 신청하는 목적
ㆍ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목적
ㆍ심판부에 대한 행위 대문에

우즈베키스탄

ㆍ당사자계수속에 있어서의 행위 때문에
ㆍ기간만료후의 기간연장

동 AIPPI Japan보고서에는 특허법조약 가맹국의 실시현황과 비가맹국의 특허법 규정을
조사․분석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참고로 일본 특허법에 출원 또는 특허의 상실에 대한
권리회복을 어떠한 방향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특히
[5-1]에 대해서, “기간의 부준수(不遵守)가 상황에 응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에 권리회복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특허법조약 가맹국 중에서
핀란드, 키르지스탄,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고, 또한 “기간의 부준수(不遵守)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 권리회복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는 특허법조약 가맹국 중에서 에 영국, 우크라이나 등이 있고, 그리고 위의 두 경우 모두를
자국특허법에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조약 가맹국은 에스토니아, 키르지스탄, 몰도바, 루마니
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 그리고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Q 5-2]에 대해, 우즈
베키스탄은 2개월, 우크라이나는 특허법조약 Art. 13 Rule(2)(ⅰ)에 기준한 경우 2개월과
Rule(2)(ⅱ)에 기준한 경우 12개월. 영국은 부준수(不遵守)의 사유가 제거된 때부터 2개월과
기간만료일부터 12개월로부터 빨리 종료되는 날까지 권리회복이 가능하다. 그 외의 가맹국
들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Q 5-4]의 권리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법조약 가맹국인 스웨
덴에는 동 규정이 없지만, 영국 특허법에는 출원의 권리회복은 청장에 대한 절차에 관한 것,
지연된 우선권주장의 목적, 출원의 권리회복을 신청하는 목적,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목적에
관한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외의 특허법조약 가맹국들은
자국법에 권리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별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이 이러한 AIPPI Japan보고서를 활용하여 일본특허법에의 반영을 어디까지
검토할 것인가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동 보고서의 질문사항은 위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 특허청의 관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결국 일본 특허청
은 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특허법조약 Art. 12(1) 내지 (5)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본특허법 제
17조(절차보정), 제4조(기간의 연장), 제108조(특허료 납부기간), 제112조(특허료의 추납),227)
227) 第百十二条 特許権者は、第百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期間又は第百九条の規定による納付の猶予後の期間内に特
許料を納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期間が経過した後であつても、その期間の経過後六月以内にその特
許料を追納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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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특허료의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228) 제112조의 3(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그리고 특허법 외에도 “특허법 등에 기준한 수수료 등의 납부절차의 특례에 관한 성
령(省令)” 등의 규정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229)

２. 前項の規定により特許料を追納する特許権者は、第百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特許料のほか、そ
の特許料と同額の割増特許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割増特許料の納付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許印紙をもつ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場合には、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現金をもつて納めることができ
る。
４. 特許権者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許料を追納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内に、第百八条第二項本文に規定する期
間内に納付すべきであつた特許料及び第二項の割増特許料を納付しないときは、その特許権は、同条第二項本文
に規定する期間の経過の時にさかのぼつて消滅したものとみなす。
５. 特許権者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許料を追納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内に第百八条第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
特許料及び第二項の割増特許料を納付しないときは、その特許権は、当該延長登録がないとした場合における特
許権の存続期間の満了の日の属する年の経過の時にさかのぼつて消滅したものとみなす。
６. 特許権者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許料を追納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内に第百九条の規定により納付が猶予さ
れた特許料及び第二項の割増特許料を納付しないときは、その特許権は、初めから存在しなかつたものとみな
す。
228) 第百十二条の二 前条第四項若しく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消滅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特許権又は同条第六項の規
定により初めから存在しなかつたものとみなされた特許権の原特許権者は、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
由により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許料を追納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内に同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に規定する
特許料及び割増特許料を納付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きは、その理由がなくなつた日から十四日（在外者にあ
つては、二月）以内でその期間の経過後六月以内に限り、その特許料及び割増特許料を追納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項の規定による特許料及び割増特許料の追納があつたときは、その特許権は、第百八条第二項本文に規定
する期間の経過の時若しくは存続期間の満了の日の属する年の経過の時にさかのぼつて存続していたもの又は初
めから存在していたものとみなす。
229) 이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간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권리 회복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간]
제46조의 절차 보정 명령에 대한 보정 기간 (법 제16조 제2항)
제81조의 제1항의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제81조의2의 특허료의 보전기간 (법 제81조의3)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법 제17조)
제180조 제1항의 재심청구기간 (법 제17조)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상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간]
제46조의 절차 보정 명령에 대한 보정기간(지정기간)
제54조 우선권 주장 출원의 제출 기간,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기간,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기간
제59조 제2항의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제59조 제3항의 심사청구기간: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제81조 제1항의 특허료1)의 추가납부기간 및 제81조의2의 제2항의 특허료의 보전기간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제180조 제1항의 재심청구기간: 재심사유 안 날부터 30일, 심결확정일부터 3년
제194조 제2항의 국제출원의 절차 보완 명령에 대한 보완기간(지정기간)
제195조의 국제출원의 보정 명령에 대한 보정기간(지정기간)
제201조 제1항의 PCT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우선일부터 2년 7월
제203조의 제2항의 국제특허출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기간(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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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 의무(特許・実用新案審査
基準을 중심으로) : 윤선희 교수230)

1. 처음에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발명한 내용을 정부가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발명한 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고,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해당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발명의 공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발명이 일부 몇몇 사람들에
게만 전해지고 이용되어진다면 그 활용은 일가(一家)의 비전(秘傳)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같은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발명의 공개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서류(명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발명은 자유로운 문헌적 이용과 함께 연구적 이용에 제공되어 보다 좋은 발명의 탄생을
촉진하여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산업발달에 현저히 기여하게 된다. 또한 발명의 공개는 산
업계에 대해 실시화․기업화에 알맞는 대상을 제공하는 장으로서 ‘발명의 실시’에의 징검다
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231)
그런데 공개되는 발명이 일반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시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232), 특허청에서는 출원공개233) 또는 등록
공고234) 등을 통하여 해당 발명을 일반 공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3자가 동일한 기
술에 대하여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제3자가 기술문헌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
어 개량된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이미 공지ㆍ공용된 기술이라면 특허청 심사
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지ㆍ공용된 기술에 대하여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특허청에 출원공개된 발명은 심사청구를 거쳐 특허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
는데, 이때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이중 특히 신규성
이나 진보성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공개된 국내․외의 기술문헌을 중심으로 판단
을 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30) 아래의 글은 특허청 지식재산21 제109호에 게재될 것으로 보고서의 체계상 해당 보고서에 전제하도록 한다.
231) 윤선희, 특허법(제3판), 법문사, 2007, pp.10~11.
232) 특허법 제42조 제3항(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
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233) 특허법 제64조 제1항(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
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
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234) 특허법 제87조 제1항(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
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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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함에 있어 공개된 세계 각국의 모든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인에게 명세서의 상세한 설
명란에 공개된 선행기술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심사 시간을 절약하고 나아가 심사관의 조
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2009년 9월 8일 노영민의원이 현행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서 특허출원
인이 특허출원시에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종전 기술의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
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892
호)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글로벌화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의 국내주의에서 국제주의로
의 변화는 심사관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심사의 질(質)의 문제와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으
로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先行技術情報의 記載를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의무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의 특허・실용신
안심사기준에서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요건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2.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제도의 도입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는 『그 발명과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제29조제1항제3호에
열거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출원時에
알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문헌공지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그 외 그 문헌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235)하여야 한다.236)[2002년 24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48조의7에 의해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제36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237).』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선행기술문헌을 개시하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된다.238) 그러나 무효사
235) 先行技術文献情報の明細書への記載要領에 대하여 별첨 참조.
236)その発明に関連する文献公知発明（第29条第1項第3号に掲げる発明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う
ち、特許を受けようとする者が特許出願の時に知つているものがあるときは、その文献公知発明が記載された刊
行物の名称その他のその文献公知発明に関する情報の所在を記載したものであること。
237) 第48条の7: 審査官は、特許出願が第36条第4項第2号に規定する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特許出
願人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相当の期間を指定して、意見書を提出する機会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238)第49条 審査官は、特許出願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特許出願について拒絶をすべき旨の
査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その特許出願の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についてした補正が第17条の２第３項又は第４項
に規定する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き。
2．そ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が第25条、第29条、第29条の２、第32条、第38条又は第39条第１項から第４項までの規定
により特許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
3．その特許出願に係る発明が条約の規定により特許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き。
4．その特許出願が第36条第４項第１号若しくは第６項又は第37条に規定する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き。
5．前条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であつて、その特許出願が明細書についての補正又は意見書の提出によつてもな
お第36条第４項第２号に規定する要件を満たすこととならないと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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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본은 명세서 기재와 관련하여 1994년 개정이전에는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과 동일하였으나, 특허법을 개정하
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239). 그 후 2002년 4월 17일(平成 14年 법률 제
24호; 시행은 동년 9월 11일)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제도240)의 도입이전까지 선행기술문헌
명의 개시는 특허법시행규칙에서 장려하는 것에 불과하였고241),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었
다242). 그 결과 명세서 중에 선행기술문헌명이 개시되지 않은 출원이 많이 존재하여 출원인
이 가진 선행기술문헌정보가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은 상태였다243).
또 특허심사는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와 그것에 대한 출원인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양 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 권리형성이 되어 가는 성격을 가질 것, 그리고 특
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업으로서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허출원절차에서 출원인이 알고 있
는 선행기술문헌을 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244). 이에 신의성실의 원
칙 하에서 출원인이 가진 선행기술문헌정보를 충분히 개시하고,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특허제도를 개정하여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를 의무화하였다고 한다.245)

3.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요건246)
가. 개시요건
(1)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는 문헌공지발명(제29조 제1항 제3호에 열거하는 발명)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출원인)가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발명을
알고 있는 경우, 그 관련된 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기타 당해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이하「선행기술문헌정보」라 한다)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이하,「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이라 한다)를 규정한 것이다.
선행기술문헌정보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기술
상의 의의를 가지고 어떠한 기술적 공헌을 가져왔는지를 파악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
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할 때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출원인에 의해서 선

239) 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240)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１４年４月１７日法律第２４号）
241) 특허법시행규칙 양식29 비고 15
242) 平成１４年 개정이전의 특허법시행규칙 양식29비고15에는 「관련된 종전 기술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그것을
기재하고, 그 장래기술에 관한 문헌이 존재할 때에는 그 문헌명도 가능한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43)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kaisei/kaisei2/houkaisei_h140417.htm 최종방문2009.10.4.
244) 특허제도연구회 제6회, 2009년 8월 25일 내부회의자료 재인용.
245)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kaisei/kaisei2/houkaisei_h140417.htm 최종방문2009.10.4.
246) 여기서는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tjkijun_i-3.pdf을 번역소개하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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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술문헌정보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면, 신속한 심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허
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 안
정화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제도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 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먼저 특허법 제48조의7에 의한 통지를 실시하게 되어 있
다.
또한, 당해 통지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거절사유( 특허법 제49조 제5
호)에는 해당되지만, 무효사유(특허법 제123조 제1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이 제도가
신속한 심사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 하더
라도 발명에 실체적인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특허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직
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특허법 제48조의7은 심사관이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
로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요건 위반의 통지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48조의7
의 통지는 일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행하여진
다.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즉시 거절이유로 하면 당해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원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요건에 의한 거절사유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본 요건 위반을
이유로 거절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신속한 심사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본 제
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또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출원인인 경우, 출원 시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문헌정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본 요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거절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면, 신속
한 심사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48조의7에서는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개시를 통한 신속한 심사
를 위한 협력을 유도하는 관점에서, 모든 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전
체적으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특허법 제49조 제5호는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 위반의 통지(제48조의7)를 한 경
우, 당해 출원이 여전히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에는 거절이유가 된다는 것을 규정
한 것이다.

나. 개시하여야 할 선행기술문헌정보
(1)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개시하여야 할 발명
출원인은 이하의 ①~④를 충족시키는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발명의 상세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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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문헌공지발명인 것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문헌공지발명」이라 함은 특허출원 전에
일본 내 또는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이 가능해진 발명(제29조 제1항 제3호)이며, 공공연히 알려진 발명(동항 제1호) 및 공공
연히 실시된 발명(동항 제2호)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및 제36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특
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엄밀하게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 「발명」(특허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비즈니스방법과 관련된 발명인 경우, 관련된 문헌으로 공지된 비즈니스 방법을 출원인이 알
고 있는 때에는 당해 비즈니스방법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출원시에 공개되지 않았던 선행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문헌공지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원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관한 발명인 것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는 「당해 발명에 관한 문헌공지발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해 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 즉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을 의
미한다. 따라서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이 존재하는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관하여 그 모두에
대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중 일부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대
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해당된다.
문헌공지발명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문헌공지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간 관련성
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문헌공지발명 간 과제의 관련성
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문헌공지발명 간 발명상 특정 사항의 관련성
예를 들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직접적인 전제가 되는 문헌공지발명(청구항이 「~
에 있어서, ~를 특징으로 하는~」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에 있어서」의 부
분에 상당하는 문헌공지발명 등)은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
야에 속하고, 공통의 발명상 특정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
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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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축적이 적고, 기술 분야 및
과제가 동일하다는 등의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발명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배경이 되는 일반적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발명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
과 관련된 발명에 포함된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의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1: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특정의 마그네슘합금으로 제조된 케이스를 가지
는 휴대 전화」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문헌공지발명이 「티타늄합금으로 제조
된 케이스를 가지는 휴대 전화」에 관한 것으로, 양자 모두 휴대 전화의 경량
화를 과제로 하는 경우
예2: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내열성이 뛰어난 특정 조성의 아크릴계 수지조성
물로 제조된 테일 램프」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문헌공지발명이 「내충격성
이 뛰어난 다른 특정 조성의 아크릴계 수지조성물로 제조된 테일 램프」에 관
한 것이고 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서의 특정 조성의 아크릴계 수지
조성물과 문헌공지발명에서의 다른 특정 조성의 아크릴계 수지 조성물이 출원
인이 알고 있는 테일 램프에 이용된 아크릴계 수지 조성물 중 가장 가까운 조
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3: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좌우 어느 쪽에서도 개폐할 수 있는 특정 구조의
경첩을 갖춘 문을 가지는 냉장고」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문헌공지발명이
「좌우 어느 쪽에서도 개폐할 수 있는 다른 특정 구조의 경첩을 갖춘 문을 가
지는 전자렌지」에 관한 것이고 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서의 냉장고
문의 경첩과 문헌공지발명에서의 전자렌지 문의 경첩이 출원인이 알고 있는
경첩 중 가장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알고 있는 발명인 것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알고 있는 것」이라고 규
정되어 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출원인)가 「알고 있는」발명으로는 이하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연구개발 단계 또는 출원 단계에서 행한
선행기술조사에서 얻은 발명
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발표한 논문 등의 저작물에 기재된 발명
다. 출원인이 출원한 선행특허출원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출원인은 통상 자신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파
악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발명은 출원인도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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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복수인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알고 있다」는 것은 출원인 중 1인이
라도 알고 있음을 가리키며, 출원인 전원이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라) 특허출원 시 알고 있는 발명인 것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출원 시 알고 있는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에 알고 있는 문헌공지발명이 있을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제4항 제2호는 특허 출원 시 알고 있는 문헌공지발명이 없는 출원인에 대하여 새
롭게 선행기술조사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36조 제4항 제2호는 또한,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알게 된 문헌공지발명에 대하여 보
정에 의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원인은 당해 특
허출원 후에 알게 된 문헌공지발명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
우, 당해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보정에 의하여 명세서에 추가하거나 또는 상신
서(上申書)에 의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표 좌측에 제시된 출원에 대하여 우측에 제시된 때에 알고 있는 문헌공지발명이 있
는 경우, 이에 관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이 분할
또는 변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새로운 특허출원의 출원 시에 출원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출원인이 당해 새로운 출원의 출원 시 알고 있는 문헌공지발명이 특허 출원 시 알고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

출원 종류

「특허출원 시」에 해당하는 때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

원래 출원의 출원 시

국내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당해 출원(후의 출원)의 출원 시

파리조약에 의해 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

당해 출원(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의 출원 시

국제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의 출원 시

(2) 출원 당초의 명세서에서의 선행기술문헌정보 기재
(가) 선행기술문헌정보 기재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문헌공지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
칭 그 외의 당해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라 함은 문헌공지발명을 기재한 간행물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술정보 그 외의 정보에 대한 서지적(書誌的) 사
항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문헌공지발명이 기재된 간행물 등에 대한 서지적 사항을 기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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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고, 당해 간행물 등의 원본 또는 복사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심사관은 해당 간
행물 등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 특허법 제194조 제1항(서류의 제출 등)의 규정에 근거한 심
사관 통지를 실시하여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그 외 물건의 제출을 출원인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는 기재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임에 따라, 선행기술문헌정보는
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기재한 의견서 또는
상신서등을 제출하는 것에 의해서,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
간행물 중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의 기재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기재하는 란에 쪽수, 행수, 단락번호, 또는 그림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특정하
여야한다.

(나) 기재하여야 할 선행기술문헌정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그것들을 모두
기재하면 오히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선행기
술문헌정보 개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그 중 관련성이 보다 높은 것의 적절한 개수
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되지 않은 문헌공지발
명은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기재하여야 할 선행기술문헌정보가 없는 경우
출원 당초에 기재하여야 할 선행기술문헌정보가 없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취
지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
술이 문헌공지발명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와 함께, 기재하여야
할 선행기술문헌정보가 없다는 취지 및 그 이유는 상신서를 통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3) 보정에 의한 선행기술문헌정보의 추가
(가) 선행기술문헌정보를 추가하는 보정
선행기술문헌정보 및 해당 문헌에 기재된 내용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배경 기술】란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 사항의 추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원과 관련된 발명과의
대비 등, 발명의 평가 또는 실시에 관한 정보를 부가하거나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내용을
추가하여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의 흠결을 해소하는 보정은 신규 사항의 추가에 해당되
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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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정에 의해서 선행기술문헌정보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의해서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이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정보와 대응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출원인이 해당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관한 문헌공지발명을 출원
시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출원인은 해당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보정에
의해 추가하여야 한다.

다.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의 판단
심사관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문헌 정보가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의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에 대한 판단을 실시한다.
이하는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 결과, 특허법 제
48조의7에서의 통지를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1)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2)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그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이 있는 문헌공지발명을 출원시 출원인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고 인정될 때
예: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로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
술이 문헌공지발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를 받
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그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다수 공개되어
있는 경우
(3) 특허를 받고자 하는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종전의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종전 기술에 대응하는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247)
(4)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되지 않은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만이 기
재되어 있는 경우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이 있는 문헌공지발명을 출원 시에 출
원인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때
예1: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기술 분야 및 과제가 동일한 문헌공지발명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기술
분야 또는 과제가 다른 발명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관한 선행기술문헌정보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47) 특허를 받고자 하는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종전 기술로서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 출원 시에 알고 있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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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보다 관련성이 높은 새로운 문헌공지발명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이 거의 없는 오래된 발명
에 관한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4. 심사의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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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 제48조의7의 통지
(1) 제48조의7의 통지
심사관은 출원이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의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법 제48조의7에 의하여 통지를 할 수 있다.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는 기본적으로 심사 시에 유용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얻기 위해 실
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회의 거절이유통지 이전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48조의7에서의
통지와 다른 요건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자는 기본적
으로 심사 시에 유용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사전에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
지는 않다.
다만, 예를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종전 기술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만 당해 종전
기술에 대응하는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의 판단을 위해 해당 선행기
술문헌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관은 제48조의7에서의 통지와 제1회의 거절이유통지(해당
선행기술문헌정보와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을 인용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동일)를 동
시에 실시하거나, 1회의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출원 내용이 현저하게 불명확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특허 요건에 대한 심사가 곤
란한 경우에도 제48조의7에서의 통지와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등에 관한 거절
이유만을 통지하는 거절이유통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의7에서의 통지와 거절이유통지를 동시에 통지한 후,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마지막 거절이유통지로 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거절이유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되기 때문에 최초의
거절이유통지가 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항이 일부인 경우에는 당해 청구항을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개시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3)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의 판단」의 (1)~(4)
에 나타낸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248)

(2) 제48조의7에서의 통지에 대한 대응
출원인은 특허법 제48조의7에 의한 통지에 대응하여 보정에 의한 선행기술문헌정보의 추

248) 제48조의7에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절차를 실시하는 자가 재외자가 아닌 경우에는 30일, 재외자인 경
우에는 60일로 한다(다만, 제48조의7에서의 통지와 거절이유통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실시하
는 자가 재외자가 아닌 경우에는 60일, 재외자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 또한, 청구에 의한 기간의 연장은 인
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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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던지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을 알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선행기술문헌정보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문헌공지발명의 내용 및 특허
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문헌공지발명과의 일치점․차이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의견서를 아
울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문헌공지발명의 내용을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추가하는 보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
다.(3장 2) (3)①을 참조)
이와 같은 보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에 의해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문헌정보가 특허법 제36
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증에 이르렀을 경우, 심사관은 선행기술조
사 및 그 외의 요건에 대한 심사로 이행한다.
한편, ① 여전히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의견서에 문헌공지발
명이 없다는 취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보정에 의해서 선행기
술문헌정보가 개시되었지만 적절한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에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기재에 관한 앞의 심증이 변하
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다음 항(4.2)에 따라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나.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위반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과 관련하여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한 경우, 보정서 또는 의
견서 제출에 의해서도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선행기술문
헌정보 개시요건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특허법 제49조 제5호).
특허법 제49조 제5호는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문헌정보 개
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하지
않고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없다.

(1) 거절이유통지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에서의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
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구항이 일부인 경우에는 당해
청구항을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3)-다)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의 판단」의 (1)~(4)것에 나타낸 정도로 기재한다.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성에 대한 심사 없이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당해 취지를 명기한다.

(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보정으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추가하거나 또는 의견서를

- 126 -

제출하여 관련된 문헌공지발명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추가하는 보정을 실시하는 경우, 문헌공지발명의 내용 및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문헌공지발명과의 일치점․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한 의견서를 아울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문헌공지발명의 내용을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추가하는
보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되어 허용하지 않는다(본장 3.2) (3) ①
을 참조).
이와 같은 보정서 및 의견서의 제출에 의하여 명세서에 대한 선행문헌정보의 기재가 특허
법 제36조 제4항 제2호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관의 심증에 이르렀을 경우 거절의
이유는 해소된다.
한편, ① 여전히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의견서에 문헌공지발
명을 알고 있지 않다는 취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보정에 의
해서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개시되었지만, 적절한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개시되지 않았던 경우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에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기재에 관한 앞
의 심증이 변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거절이유에 의해 거절사정을 한다.

5. 일본에서의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개시의무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과 개선방향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 의무제도의 도입으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제도운
영현황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당국인 특허청은 심사능력의 강화와
선행기술조사를 민간에게 외주규모의 확대 및 효율화, 심사관련업무의 개선249) 등의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산업계 등에서는 출원ㆍ심사청구 구조의 개혁, 대리인(변리사)의 협력 등을
구하였고 산업계와 변리사회에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요청, 기업의 선행기술조사 능력ㆍ심
사 결과예측능력의 향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독)공업소유권 정보ㆍ연수관에 민간의 선행
기술 사업자의 능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심사관의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검색
연수」를 실시하고, 특허전자도서관(IPDL)에 특허공보의 문헌검색의 인쇄 기능이나 거절이
유 등의 심사 서류의 열람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심사결과의 예측성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발
명 및 바이오 분야의 기술 분야별 판결집을 공표하였다.250)
그 외에도 심사청구 후 안건의 취하 촉진책을 취하여 심사청구 요금반환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ㆍ포기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심사청구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정령(政令) 개정과 심사착수 시기 전망 정보의 갱신을 년 4회로 증가하는 한편, 주요 기업ㆍ
대리인의 출원ㆍ심사청구 관련 정보의 제공(변리사의 출원관련 활동상황으로서 기술분야별
로 특허출원의 대리건수가 상위의 특허사무소명을 공표)과 출원인ㆍ대리인의 공헌에 대한

249)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izai_bukai_8_paper/shiryou_3-2.pdf
250)特許審査迅速化・効率化のための行動計画の取組状況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izai_bukai_8_paper/shiryou_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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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제도, 조기심사제도의 이용의 확대, 선행기술조사의 이용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팜플
렛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 단체(상공회, 상공회의소 등)를 알리고, 재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에 대한 특허 수수료의 경감 조치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행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2002년 지재입국을 천명한 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들을 전면 재검
토를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평성18년 1월 17일 일본 특허청은 『특허심사신속화ㆍ효율화
를 위한 행동계획』을 결정하고, 산업계 등에 대하여 출원내용의 사전체크와 출원 및 심사
청구 후 고치는 것을 포함한 출원ㆍ심사청구구조의 개혁을 요청하고, 또 대리인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문헌개시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251)
이 계획을 받아들여 일본 특허청에서는 2006년 1월 18일 이후 특허심사의 단계에서 심사
대상으로 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 또는 극히 유사한 발명이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이고 동일한
출원인 또는 발명자에 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어, 앞으로
의 출원ㆍ심사청구시 출원인에 의한 발명의 적절한 평가 및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개시를 한
층 충실하도록 요청을 행하고 있다.
한편 2006년까지는 해당 문헌이 명세서 중에 선행기술문헌으로서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청을 행하지 않았지만 법정의 선행기술개시의무를 행한 후부터는 출원인이 적절한
평가를 행한 다음 출원ㆍ심사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당 문헌이 명세서 중 선행기
술문헌으로서 개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출원인에게의 요청을 행하도록 하고, 2008년 1월 4일
부터 운용을 변경했다.252) 또 2009년도에는 특허출원인에 의한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환경정
비로서 특허전자도서관확충(외국공보 테이터베이스에 한국영문초록을 추가 등), 특정등록조
사기관제도의 도입(2009년4월1일 최초의 특정등록조사기관으로 테크노서치주식회사를 등록),
중소기업등 선행기술조사지원을 행하였으며, ２2009년 11월 6일에 「(３)거절이유 통지의 기
재례」의 「출원인에게의 요청」의 기재를 수정했다.253)
한편 특허제도연구회에서는 현시점에서의 선행기술조사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선행기술조
사에 대한 수동적인 의식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더
불어 특허청의 특허심사와 제3자의 공중심사제도도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54)

6. 끝으로
특허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발명자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인 실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청에 특
허출원하면 특허청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등을 심
251)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hutugannin_yousei_henkou.htm
252)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hutugannin_yousei.htm
253) 日本 特許廳 調整課審査基準室, 『先行技術文献調査結果を用いた出願人への要請の運用の変更について』(平成
21年11月6日)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hutugannin_yousei_henkou.htm
254) 特許庁, 産業財産権をめぐる国際動向と迅速・柔軟かつ適切な権利付与について(2009年8月),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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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허출원이 증가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함에 있어 세계 각국의 선행기술
문헌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미국․일본을 비롯한
기술선진국은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에게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선
행기술에 대한 기재와 더불어 해당 발명과 관련된 기술문헌정보를 모두 게재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선행기술문헌정보를 출원인에게 개시하도록 하여 심사관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 심사관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한층
더 글로벌화 되면서 선행기술의 조사도 국내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변화하여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심사의 질의 문제와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각국은 先行技術記載를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도
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조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특허출원인은 출원 시에 출원비용과 심사를 받기 위한
대가까지 지불하면서 해당 발명의 선행기술문헌까지도 출원인이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일본은 연구개발단계와 특허출원단계, 그리고 심사청구단계에 선행기술문헌정
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1999년 특허전자도서관서비스를 시작으로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를 무료로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출
원인이 선행기술조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정조사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우리 보다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운영상의 문제점
과 그리고 운영방식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별첨)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에 대한 당면(當面)의 운용
본 제도와 관련하여,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즉시 거절이
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당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요
건에 대한 위반의 통지(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도
입 당초에는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에 의해 전체적으로 신속한 심사를 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제도가 도입된 후 당분간 심사관은 출원이 선행
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와 같이 취급한다.
1.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의 취급
심사관은 출원이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서 다른 요건에 의해 제1회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취지를 당해 거절이유통
지에 부기한다. 덧붙여 당해 부기는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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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종전 기술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종전 기술에 대응
하는 선행기술문헌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등,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다고 인정된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특허성 판단
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당해 선행기술문헌정보가 필
요한 경우, 심사관은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의7에서의 통
지는 다른 요건에 대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통지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원을 다수 행한 출원인의 출원에 대
한 취급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취지를 부기한 거절이유통지가 다수
통지된 사실 등에 의해 출원인이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원을
다수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그 후에 심사를 개시한 당해 출원인에 의한 출
원이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1회의 거절이유통
지에 앞서 제48조의7에서의 통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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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검토(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
사에 대한 효력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 신재호 교수

1. 연구배경
최근 정보기술․기계 분야 등에서는 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1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허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으며, 어느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대한 모
든 기술을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과의 관계에 유의하
여야 만 한다.255) 또한 최근에는 특허권의 활용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종래에는 제조나
판매 등 시장 진출에 의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연구개발성과를 보호하
기 위하여 특허제도를 활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연구개발만을 실시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벤처․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가 활용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특정 분야에서 특허권 행사만
을 목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펀드 등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256) 특히
이러한 사업자는 직접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분야에서 특허권을 서
로 허락하는 이른바 크로스라이선싱을 할 필요가 없고,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할 우
려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가혹하고 극단적인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권리
남용적 특허권 행사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소위 “Parent Troll”도 출현하게 된 것이
다.257)
한편 국내기업이 이러한 Patent Troll의 주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
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Patent Troll에 의한 삼성전자의 특허 피소
건수는 총 38건으로 세계 최다이며, 마이크로소프트(34건), 모토로라(34건), HP(32건),
AT&T(30건)에 이어 LG전자의 피소 건수도 29건에 달해 소니와 함께 6번째로 많은 소송에
시달려야 하였다.258)
255)Carl Shapiro, “Navigating the Patent Thicket: Cross Licences, Patent Pools, and Standard Setting,”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 MIT Press, 2001, p. 119 이하에서는 기업이 하나의 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헤쳐 나가야 하는 기존의 특허들을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이라 표현하면서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신기술의 상용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ww.haas.berkeley.edu/~shapiro/thicket.pdf 참조).
256) 日本特許廳, “特許權の效力の見直しについて,” 第2回特許制度硏究會資料(www.jpo.go.jp), 2009.3., pp.1-2.
257) patent troll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고, 그 정의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김민희, “미국에
서의 “Patent Troll” 관련 최근 쟁점과 판결,” 지식재산21(통권 제106호), 2009. 1., 16면 이하 참조). 즉, 다양한
정의들이 가능한 쟁점적인 신조어(controversial neologism)이라 하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
이 불필요하다 생각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적인 Patent Troll은 인터디지털(InterDigital), NTP(New Technology Products),
포젠트 네트웍스(Forgent Networks),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오션 토오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 BTG의 8개 회사이며, 그 외에도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Patent Troll이 전 세계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배진용, “특허권 관리회사(Patent Troll)에 대
한 기업의 대응방안,” 지식재산21(통권 제103호), 2008. 4.,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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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Patent Troll이 직접 국내대학의 기술도 매입하기 시작하였는데 2001년 설립된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2008년말부터 2009년초까지 국내 8개 대학에서 모두 268건
의 아이디어를 매입하였다고 한다.259) 우리나라 특허출원 점유율 중 국내기업 특허출원 점
유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대학출원 점유율은 2000년 2007년 동안
42.3% 증가율로 급증하고 있는데,260) 이러한 대학출원의 상당 부분이 Patent Troll로 이전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은 IT기술의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대규모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허권(금지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특허법 제정시 예측할 수 없었던 파
급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현행 일본 특허법인 昭和 34년(1959년)법 제정·공
포 후 50년이 지난 2009년, 특허제도 전면 재검토를 위하여 특허청 장관의 사적 연구회로서
설치된 「특허제도 연구회」의 한 주제로서 특허권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있다.261)
한편, 이러한 논의 주제의 배경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 미국 특허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 평가받기도 하는 미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262)이 그것이다.263) 특허권 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나 침해금지청구를 부정한 eBay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
효력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하 eBay 판결을 간략히 살펴보고, 특허권 본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Patent Troll의 남
용적 권리행사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58) 매일경제신문 2009. 9. 28. 기사, “삼성 5년간 특허괴물에 세계 최다 피소” ; 한편, 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
센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을 상대로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만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며(한국경제신문 2009. 7. 27. 기사, “250개 특허괴물, 원천기술 사들여 “돈 내라” 파상공
세”), IT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알려진 인터디지털사는 2005년부터 노키아, 파나소닉, 삼성전자 등을 상
대로 한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으며, 삼성전자는 670만 달러의 로열티를 주는 것으로 합
의한 바 있고, LG전자는 소송을 포기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2억 8500만 달러의 로
열티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7. 8. 21. 기사, “특허괴물 한국에서 활개” 참
조).
259)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소니사로부터 50억 달러의 자본금을 유치해 출범한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무려 2만
여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세계 최대 특허전문관리회사이다. 이런 IV가 금융위기 와중에도 아이디어
매입시 8,000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수익 발생시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천기술이 될 우리 대학들의 아이
디어들을 헐값에 쓸어 담은 것이다. 이미 IV는 이중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37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더군다나 IV가 매입한 연구개발 아이디어에는 대학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R&D) 과
제와 연관성이 높은 사안들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한국일보 2009. 9. 30. 기사, “미국 특허괴물 활
개, 국내기업 속수무책”).
260)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08, 11면, 18면 이하 참조.
<우리나라 특허출원 점유율>
연도
국내 대학
국내 기업
외국

2005
1.7
59.1

2006
2.5
53.8
24.9

2007
3.4
48.7
25.6

2008
4.3
42.3
25.5

261) 日本 特許廳, “特許制度硏究會について,” 第1回特許制度硏究會資料(www.jpo.go.jp), 2009.1. pp. 1-2.
262) eBay Inc. v. MercExchange. L.L.C., 126 S.Ct 1837(May 15, 2006).
263) 정차호, “특허의 침해금지권에 관한 eBay 판결,” 지식재산21(통권 제96호), 2006.7., 51면에서는 eBay 판결을
미국 특허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거나 적어도 가장 중요한 10개 판결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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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ay v. MercExchange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버지니아주의 개인 발명가에 의해 설립된 작은 회사인 MercExchange사는 1998년 12월
인터넷을 통한 고정가격에 의한 판매시스템을 특허등록 받았으며,264) 이러한 BM(business
method) 특허는 1998년부터 인정된 것이었다. 1999년 MercExchange사는 형편이 어려워지
자 특허 라이선싱에 주력하게 되었고, 2000년 eBay사와도 라이선싱을 원했으나 협상이 성사
되지 않았다.
2001년 eBay사는 Half.com사의 ‘즉시 구매(Buy It Now)’ 시스템265)을 인수하여 온라인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01년까지 미국특허상표청(USPTO)는 특허출원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eBay사는 MercExchange사의 출원내용을 미리 알 수 없었고, 즉시 구매
시스템이 MercExchange사의 고정가격 판매 시스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사전에 감
정받지 않았다. 당시 eBay사의 1년 매출액은 약 4천7백만불이었고, 이 중 즉시 구매 시스템
에 의한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었다.266) 이에 MercExchange사는 eBay
사의 즉시 구매 시스템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M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나. 판결 내용
(1) 1심 판결267)
1심법원은 eBay사의 즉시 구매 시스템이 MercExchange사의 고정가격 판매시스템 특허
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으로 2950만불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침해금지청구
(Permanent Injunction Order)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principles of equity)에 따라 i)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인지 여부, ii) 적절한 법적 구제조치(Adequate Remedy at
Law)인지 여부, iii) 공중의 이익(Public Interest)이 침해받는지 여부 및 iv) 원고 피고의 손
해의 비교형량(Balance of the Hardships)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인
MercExchange사가 i) 라이선싱 의사가 있었고, ii) 상업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iii) 당해 특허가 영업방법(BM)특허이기 때문에 BM특허 자체의 잠재적 애매함과 의심스런
유효성을 고려하여 침해금지청구를 부정하였다.268) MercExchange사는 침해금지청구가 인용
264) US PAT 5845265(등록일 : 1998. 12. 1.)
265) ‘즉시 구매(Buy It Now)’ 시스템이란 경매과정에서 일정 가격(고정 가격)을 제시할 경우 경매 시간과 관계없
이 즉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영업방법이다.
266) eBay는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당시(2005년) 연 매출액은 45억5천만불에 달하였
다.
267) MercExchange. L.L.C. v. eBay Inc., 275 F.Supp.2d 695(E.D.Va. Aug 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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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라 함)에 항소하였다.

(2) CAFC 판결269)
CAFC는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침해금지청구를 인
정하였다. 즉, i) 침해금지청구는 특허권의 본질에 해당하고, ii) 침해금지청구가 부정되는 경
우는 공중보건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 상황으로 한정
되어야 하며, iii) 1심 법원이 제시한 이유들은 이러한 예외적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사실 1982년 창설된 CAFC는 pro-patent 정책의 영향으로 1985년 이후에는 유효한 특허
권의 침해가 인정된 경우 별도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4가지 요소에 대한 판단 없이 침해금
지청구를 인정해 왔다. 즉, 특허권 침해의 책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침해금지명령을 발하는
것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 CAFC의 일반적 경향이었다.270) 이에 eBay사는
2005년 8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연방대법원 판결271)
연방대법원은 CAFC의 판결을 파기하고,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
지 아니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i)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형평의 원칙에 따라 침해금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미국 특허법 제283조272)가 그러한
적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침해금지청구(Injunction)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283조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특허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우리 특허법(제126조 제1항)과 달리 “특허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특허에 의한 보호되는 권리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상당하다
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침해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 침해자에 대한 침해
금지청구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ii) 둘째, 특허권과 성격이 유사한 저작권에서
는 특허법 제283조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침해금지
여부가 결정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ii) 셋째, CAFC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엄격히 적용하였다. iv) 넷째, 1심법원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에 주목하여 침해금지를 부정한 것은 부당한 판단방법이며, 대학 연구원이나 개인 발명가들
268)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와 달리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도 지지되었는데,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동의의견서에서 BM특허의 이러한 성질은 전통적인 4가지 테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정재훈,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통권 제105호), 2008. 10., 66면).
269) MercExchange. L.L.C. v. eBay Inc., 401 F.3d 1323(Fed. Cir.(Va.) Mar 16, 2005).
270) 정연덕, “eBay Inc. v. MercExchange. L.L.C. 사건,” 창작과 권리(제45호), 세창출판사, 2006. 12., 27-28면.
271) eBay Inc. v. MercExchange. L.L.C., 126 S.Ct 1837(May 15, 2006).
272) 35 U.S.C. 283 Injunction : The several courts having jurisdiction of cases under this title may grant
inj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y to prevent the violation of any right secured by
patent, 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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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라이선싱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특
허권자가 직접 실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결의 배경과 의미
본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사건으로 같은 시기에 논란이 NTP v. RIM사건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Patent Troll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는273) 이 사건은 침해금지에
따른 파급효과도 eBay 사건보다 더 심각하였을 것이며, 대중적 관심도 더 집중되었다.274)
RIM(Research

In

Motion)사는

휴대폰,

PDA

등에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블랙베리

(BlackBerry)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 제조회사이다. 캐나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블랙
베리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2005년 매출액 13억5천만불, 서비스가입자 251만명에 이르는 비
약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한편, 대표적인 Patent Troll의 하나인 NTP는 특허소
송을 주 업무로 하는 특허관리회사로서 RIM사가 블랙베리 상용화에 성공하자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무선 통신 관련 5개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인 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은 NTP가 보유하고 있는 5개 특허권에 대한 RIM사의
침해를 인정하고, 배심원이 계산한 손해액 2300만불을 기초로 고의침해 인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액 5300만불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침해금지명령을 인정하였다.275)
RIM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CAFC에 항소하였지만, 일부 방법특허에 대한 침해만 부정되
었을 뿐 패소하여,276) 1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으며, 연방대법원에 대한 RIM사는 상고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277)
한편, 당시 침해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던 NTP의 특허권은 미국특허상표청의 재심사
(reexamination)에서 2개의 특허권이 무효결정되어 특허심판원에 항소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른 특허권도 재심사에 계류 중이었다. 이러한 것을 이유로 RIM사는 환송된 1심법원에 소
송절차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소송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았으며,278) 결국 소송은 두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마무리되었다.
당시 합의금은 6억1250만불로 최초 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계산한 손해액 2300만불의 25배
이상이었으며, 소송에 쓰인 비용 약 4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10억불 이상을 NTP에 배상하
였다. 특허무효가 다투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될 경우 250만명 이
상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합의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에 주목을 받아 특허권의 행사가 오히려 공익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인
273)
274)
275)
276)
277)
278)

정연덕, 앞의 논문, 23면.
정차호, 앞의 논문, 60면.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Research In Motion, Ltd. v. NTP,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Ltd.,
Inc.,
Ltd.,

2003 WL 23100881(E.D.Va. Aug 05, 2003).
418 F.3d 1282(C.A.Fed. (Va.), Aug 02, 2005).
126 S.Ct. 1174(Jan 23, 2006).
397 F.Supp.2d 785(E.D.Va., Nov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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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확산되었고, 비슷한 시기의 eBay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
다.279)
이러한 배경하에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침해금지를 부정한 eBay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허권의 물권적 효력을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채권
적 권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 특허권의 본질
가. 물권적 권리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이다. 즉 준물권적 권리로 특허발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여도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상 제한적으로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280) 사실
특허발명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물권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排他的 許諾權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대가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특허권을 물권적 권리로 구성한 이유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내용의 특허권이야말로 자본
주의의 특성과 부합한다는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즉, 부의 집중과 부의 회전,
재생산이라는 자본주의 질서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 자산 소유 중심의 물권법이고, 그러
한 측면에서 특허법도 자본주의 법질서의 근간인 물권법 형식을 따르도록 독점배타권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281) 그 이유를 떠나서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는 배타적 허락권
이라는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법을 구성하고 있다.

나. 독점권과 배타권
한편, 우리나라 특허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권이 독점권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본질이
독점권인지 배타권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독점·배타권은 흔히 그 전체로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독점권과 배타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어느 한 측면에서 그 본질을 파악한 것일 뿐 근본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
는 견해 또한 상당하며, 이는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2 이상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소유

279) 정차호, 앞의 논문, 62면;
280) 예컨대 법정실시권과 재정과 같은 강제실시권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제도는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적성과물의 창작활동을 촉진시키고, 자원의 유효활용을 통해 국민
경제의 전체적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나, 독점권 행사에 의하여 부분적 영역에서는 경쟁이 제한되어 공익이
침해될 폐해도 예상되며, 강제실시권제도는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制度 內在的으로 위치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土肥一史, 「强制實施許諾制度と公共の福祉」,
特許權と强制實施制度(日本工業所有權學會年報第24号), 有斐閣, 2000, 117頁).
281) 남희섭,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창작과 권리(제30호), 2003,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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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같은 일반 물권에서는 일응 타당한 견해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반 물권
과 달리 권리가 양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예컨대, 이용·저촉관계), 특허권을 독점권설에
따라 파악하는가 아니면 배타권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느냐 여부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금지
권의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상호 허락하에 자신의 권리를 실시하면 되므로 논리의 구성상
무리가 없으나, 독점권이 중첩되는 경우는 이론상 그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타권
설 입장에서 특허권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미국 특허법282)283)에서는 제98조(이용·저촉관
계)284)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배타권적 효력만을 부여하는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권 획득이 당연히 타인의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함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제94조의 규정하에 우리 특허법은 독점권설에 따른 해석을 부인할 수 없으며
결국 권리의 양립문제는 제98조를 제94조의 예외 규정으로 보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
듯 독점권설의 기본틀을 무시하지 않고 이용·저촉관계를 예외적 사항으로 해석하여 권리 양
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과연
입법자는 권리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독점권설의 입장에서 특허권의 본질을 해석하였는
가, 그리고 발명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는가이다. 사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실시하고자 함이 아니다. 특허권의 유무와 관계없
이 발명자는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취득을 통하여 비로소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
킬 수 있는 것이기에, 특허권에 기인한 이익이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얻는 것이 아니
라 타인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이를 묵인(실시권 설정)함으로써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배타권설에 따라 특허권의 본질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국제조약에서도 특허권은 배타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TRIPs 제28조),285)
유럽특허청도 특허권이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오해
라고 하면서 특허권이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286)
282) 35 U.S.C. 154 Contents and term of patent; provisional rights.
(a) IN GENERAL.(1) CONTENTS.-Every patent shall contain a short title of the invention and a grant to the patentee, his heirs
or assigns, of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inven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the invention into the United States, and, if the invention is a
process, of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products made by that process, referring to the specification
for the particulars thereof.
283) 미국의 경우 1952년 이전에는 특허법이 특허권의 독점적 실시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1952년 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을 독점적 실시권에서 배타권으로 내용을 개정하였다(정차호, 앞의 논문, 54면).
284) 특허법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
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서 실시할 수 없다.
285)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 [이하 생략]
286) 유럽특허청, “Facts and figures 2004,” 13면(정차호, 앞의 논문, 55면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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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특허법과 같이 특허권을 원칙적으로 독점권(專有權)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에서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287) 아직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특허권에는 상대적이라고는
하나 실시의무가 뒤따르는데, 특허권의 본질을 전용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
할 수 없다”288)는 것을 이유로 특허권을 독점권으로 보고 있다.289) 오히려 일본의 경우 明治
21년 특허조례에서는 특허권을 금지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가(동 조례 제1조 제2항), 현행과
같이 적극적 효력(독점권)을 중심으로 개정된 것이고,290) 배타권설은 발명자가 본래 자기 발
명에 대해서는 특허권 설정을 기다릴 것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291) 특허권 이전 등에 의해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분리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특허권이 당해 발명의 실시를 전용하는 권리(독점권)임이 분명해진다고 한다.292)
또한 미국 특허법과 일본 특허법을 비교 검토하면서, 미국 현행 연방특허법에서 특허권을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로 규정한 것은 발명을 특허법과 common law로서 보호하는
미국의 특이한 입법체계에 기인한 것이며, 특허권의 본질은 전용권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93) 위 논문에서는 Nordhaus의 “Patent-Antitrust Law”294)에서의 설명을 인용
하고 있는데,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의 권리는, 2개의 주요한 구성요소, 즉 common law상
의 권리와 제정법상의 권리인 특허권으로 보호된다. 발명자는 특허법과는 별도로 자신의 발
명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하는 common law상의 권리를 가지며, 이 common law상의 권리는
절대적(absolute)이지도 배타적(exclusive)이지도 않다. 이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그
발명이 존속기간만료전의 특허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
권리가 배타적이지 않은 것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완성한 자가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것을 最先의 발명자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명자의 common law상의 권리는 단지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부정하게 입수한 자, 예를 들면 신의칙 위반(breach of confidence)에
의해 입수한 자로부터 발명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런 불충분한 common law
상의 권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발명자는 특허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common law상
의 발명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295)
http://annual-report.european-patent-office.org/facts_figures/ 참조
287) (特許権の効力）第68条 特許権者は、業として特許発明の実施をする権利を専有する。ただし、その特許権に
ついて専用実施権を設定したとき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特許発明の実施をする権利を専有する範囲について
は、この限りでない。
일본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 제68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전유한다. [이하 생략]
288) 吉藤幸朔, 특허법개설(제13판), 대광서림, 2005, 514면
289) 정차호, 앞의 논문, 54면 각주 14번에서는, 실시의무는 제3자가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상대적
이고 제한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워 독점권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90) 中山信弘, 특허법, 법문사, 2001, 311면.
291) 竹田和彦, 特許の知識, ダイヤモンド社, 1988, p.355.
292) 吉藤幸朔, 앞의 책, 515면.
293) 田辺 徹, 「特許權の本質」, パテント(Vol. 56 No. 10), 2003, p.59.
294) Raymond C. Nordhaus, Patent-Antitrust Law, Junal Publishing Company, pp. 10-11.
295) 이러한 common law나 州法상의 적극적 권리와 특허법상의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미국 특허법의
입문서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Peter D. Rosenberg의 “Patent Law Fundamentals”(Clark Boardman
Company, 1975)의 chapter 1(특히 §3과 §5)에서는 특허법상의 권리와 common law상의 권리의 관계가 상세하
게 설명되어 있다(田辺 徹, 上揭論文,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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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common law상의 권리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발명을 영업비밀로서 유지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과 비슷하며, 특허출원을 하여 출원공개
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권리는 소멸한다. 다시 말해 미국 common law상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지적재산법 체계에서도 자연권으로 발명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발명자는 창작과 동시에 발명자인격권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발명을 절대적이지 않으면서 非排他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 당해 발
명을 부정하게 입수한 자에 대하여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
다. 그러나 특허권의 배타성은 자연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일정한 요건과 절
차를 전제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권과 별개로 새로이 부여한 것이다.296) 자연
권의 존재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권을 발
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권이 일부 특허법에 의해 확인
되고 있지만 특허권의 한 내용으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특허권과 구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쾌하다. 때문에 미국 common law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의 본질을
(배타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는) 독점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양도받은 자가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
이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이 아니라 발명자가 가지는 자연법상 권리가
비배타적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발명을 취득한 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中山信弘 교수도 특허권이 독점권이냐 배타권이냐에 대해 예로부터 논쟁이 있었지만, 특
허권의 대상이 기술적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으로 보아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배타권
으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297) 나아가 특허권의 본질을 배타권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면, 침해금지청구는 본원적인 권리행사 방법이며, 특허권자 자신이 불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금지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유체물과 같이 소비의 배타성이 인정되는 보호객체에 대해서 독점권과 배타권의 구
별의 실익은 없다. 지적재산법에서도 독점권과 배타권의 차이는 소위 “이용․저촉관계”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될 뿐이다.298) 그러나 이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본질과도 관계하고 있다. 지
“헌법은 발명자의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발명자는 - 예를 들어 자신의 발
명에 대하여 유효한 특허를 취득했다 해도 - 반드시 자신의 발명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다
고 할 수 없다.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배타성(exclusivity)은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이며 발명자는 헌법이나
특허법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적극적 권리(affirmative right)를 갖는다.”
“common law상의 권리는 배타적(exclusive)이지 않다. 독자적으로 발명한자, 또는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공정
한 방법으로 배운 자는, 그때부터 최초의 발명자와 동등하게 실시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법률상의 배타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한다면, 실시상의 배타성을 향유하는 것이 가
능하다.”
“common law상의 권리는 발명을 한때 자연히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발명자는 그것을 개시(開示)하는
相關的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하기는커녕 common law상의 권리의 실용적인 가치는 발명의
제작 방법이 비밀인 것과 그로 인해 사실상의 독점(exclusive)을 향유할 수 있는 점에 있다.”(Peter D.
Rosenberg, Patent Law Fundamentals, Clark Boardman Callaghan, 1991, pp. 10-15 참조).
296) 발명자는 정신적 노동의 결과로서 발명 자체에서 얻어진 권리를 향유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발명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Arthur R. Miller․Michael H. Davis, supra note 57, p. 18).
297) 中山信弘, 註解 特許法(第3版 上), 靑林書院, 2000, pp. 662-663.
298) 특허권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학설에서는 이용․저촉관계를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배타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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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산권을 창작자의 인격적․경제적 권리로 인정하는 자연권설에서는 적극적 권리로서의
지적재산권의 독점성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이나, 지적재산권을 사회적․경제적 발전
을 꾀하기 위한 법정책적 근거에 따른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러한 목적은 제3자의 무단 이
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권(소극적 권리)의 부여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특허법 제126
조).299) 한편, 권리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법체계에서는 배타권이 타당하지만, 권리의 유효성
을 간주하는 법체계에서는 독점권이 논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300)

다. 채권적 권리로의 전환 가능성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현재 물권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이 장래에는 채권적 권리
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01) 권리의 배타성이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필연적인 결과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방
법으로서 채권적인 권리인 대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하
여 오히려 채권적 권리로 구성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리라는 것이다.302) 즉, 인
격적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은 대가청구권만으로도 보
상받을 수 있다.
또 저작권법적 보호방법에서 이러한 선택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음
반의 2차적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채권적 성격의 보상금청구
권으로 권리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303)
다만, 우리 현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물권적 권리인 배타적 허락권으로 규정
하고 있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유이용을 보
장(이른바 공정사용 :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304) 또
는 저작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305)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법정허락제도를 마련하여 제한된 사유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인정하는 학설에서는 이용․저촉관계를 권리의 배타성에 기인하는 당연한 법적 관계라 설명하면서 독점권으
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299)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300)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5, 294면.
301) 예컨대 中山信弘, 『マルチメディアと著作權』, 岩波新書, 1996, 143頁이하에서는 저작권법의 將來像으로서
대가징수권으로서의 저작권을 제시하고 있다.
302)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있어 지적재산법의 역할은 정보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향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적 성
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신재호, “지적재산법과 기술의 긴장관계,”, 창작과 권리(제55호), 2009,
83면).
303) 저작권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
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304)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305) 저작권법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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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이렇듯 저작권법 분야에서 저작권을 채권적 권리로 약화시키는 것에 커다란 거부감이 없
으나 특허권의 성격을 채권적 권리로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eBay 판결의 파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사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질적 성장을 통하여 일
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아가는 분야의 창작물이며, 이러한 분야의 창작물의 특징은
후발주자들이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없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이 물권적 권리로 규정된 것보다도 오히려 특허
권의 물권적 권리로 규정된 것이 자연적 진보와 제3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물권적 권리가 크게 논란되지 않았던 이유는 특허권의 “업으
로서”의 실시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즉, i) 특허권의 행사는 주로 관
련 업계에서만 문제되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이용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저작권과는
차이가 있고, ii) 하나의 제품에 여러 특허가 존재하여 어느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대해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어려워진 오늘날 특허권은 다른 특허권자와 관계를 맺는 수단 예컨
대, 상호실시 허락(cross-licensing)의 도구로서의 의미가 커지면서306) 특허권의 물권적 성질
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크로스라이선싱도 할 필요가 없고,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할 우려도 없는
Patent Troll이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남용적 권리행사가 방
치되고, 계속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다면, 특허제도에 관한 근원적 검토와 함께 특허법 전
면 개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로의 전환을 입법론으로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특허권 효력 제한에 관한 검토
가. 서설
특허권의 본질을 배타권으로 본다면, 이러한 배타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된다.
먼저 i)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배타적 효력을 제한하고 있으
며,307) ii) 둘째, 라이선싱에 의하여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실시권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308) iii)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제3
306) 中山信弘, 『工業所有權法(上) 第二版』, 弘文堂, 1998, p. 10.
307) 특허법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
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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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강제로 정당한 권원인 실시권(강제실시권)을 부여하거나,309) iv) 법률로서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법정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310)
이중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실시권과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모든 강제실시
권은 사실상 특허권을 물권적 권리에서 채권적 권리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법정실시권이
나 강제실시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권자는 더 이상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없으며, 실
시에 따른 상당한 대가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에 대한 법적 취급

최근 Par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먼저 미국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에 대해 금지청구의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방법이 매우 형평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미국과
제도상 차이가 있는 우리 법제하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즉,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징벌배상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이 원칙이고
금지청구는 법원 재량에 의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eBay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지만, 이와 사정이 다른 우리 특허법에서 금지청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악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작은 기업이 시장의 확대․독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 금지청구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기업이 작은 기업의 특허를
무시하고 대규모 사업 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특허권자의 불실시, 실시 중단에 따른 심각
한 손해 등을 고려하며, 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311)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달리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침해금지청구
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Par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한 대처방안에
논의는 민법상 일반원칙인 권리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312)313)
2008년 일본의 지적재산정책보고서에서도 Patent Troll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308)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제102조 (통상실시권).
309) 특허법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등),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310) 특허법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
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제122조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
권),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
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311) 第2回 特許制度硏究會 議事要旨(www.jpo.go.jp HOME > 印刷物 > 特許制硏究會) 참조
312) 권리남용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정차호, 앞의 논문, 71-72면; 정재훈, 앞의 논문, 67-68면.
313) 그 밖에 침해금지청구권 규정(특허법 제126조)에 미국 특허법 제283조와 같은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는
입법론(정차호, 앞의 논문, 73-74면), 특허권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주는 방안(第2回 特
許制度硏究會 議事要旨(www.jpo.go.jp HOME > 印刷物 > 特許制硏究會) 참조)도 Parent Troll의 남용적 권
리행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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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우선 Patent Troll의 문제를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협의의
Patent Troll 문제와 권리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술 혁신(innovation)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광의의 Patent Troll 문제로 나누어 그 대응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314)
즉, 협의의 Patent Troll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여 대처
하고,315) 광의의 Patent Troll 문제에 대해서는 i) 특허권 부여단계에서 특허의 질을 향상시
키고, ii) 특허권 활용단계에서는 합리적인 라이선스료 평가 및 독점금지법 적용에 관한 문
제를 검토하고, ii) 특허권 분쟁단계에서는 특허권 행사에 대한 권리남용법리나 독점금지법
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316)
다만, 이론적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권리남용의 법리가 적용되어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권리침해 자체가 부정된 바 있기는 하지만,317)
권리침해를 인정하면서 침해금지청구만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전례가 없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이론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의 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318)
이하 본 논문에서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한 후, Patent Troll의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하면서 제3자의 실
시에 대한 위법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실시권을 부여
하는 입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innovation)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의 유형을 분석한다.

다. 권리남용의 적용 가능성
1963년 舊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남용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319) 1986년 개
314) イノベーションと知財政策に關する硏究會,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日本)特許廳, 2008. 8. p. 121.
315)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거래에 관한 준칙”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법해석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이외의 기술분야에 대해서
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협의의 Patent Troll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イノベーションと知財政策に
關する硏究會,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p. 121).
316) イノベーションと知財政策に關する硏究會, イノベーション促進に向けた新知財政策, p. 122.
31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318) 第2回 特許制度硏究會 議事要旨(www.jpo.go.jp HOME > 印刷物 > 特許制硏究會) 참조
319) 1963. 3. 5. 개정 특허법(법률 제1293호) 제45조의 2 (특허권의 남용) ①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실시가능한 특허발명이 그 특허허여후 3년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한 때
2. 특허허여후 3년내에 특허품·특허식물·특허기술 또는 특허방법에 의한 생산품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적
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때
3. 특허권자가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산업이나 국가 또는 국내 거주자의 사업에 손해를 가하였
을때
4. 방법발명에 의한 특허의 경우에 그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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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허법에서는 권리남용규정을 삭제하고, 권리남용으로 간주하였던 행위는 대부분 재정사
유로 포섭하여 규정하였다.320)
이후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행사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등의 청구뿐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321) 때문에 Patent Troll의 특정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연장에서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특허법 제107조 제
1항 제4호)” 재정에 의해 일정한 대가 지급 후 계속 실시할 수 있으므로 침해금지청구소송
에서도 이를 직접 판단하여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
정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법하에서도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하여 금지청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22)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소급
적으로 소멸하여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만, 불공정거래행
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때 비로소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재정결정 이후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재정절차에서는 실시범위 및
기간,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가 결정되지만, 침해소송절차에서 침해금지청구를 권
리남용으로 보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시가능 기간, 범위, 대가 등은 어떻게 결
정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등 논리적으로 이론구성하기가 매우 곤란해 보인다.
한편,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 물권적 청구권에만 권리남용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유권에서 “A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B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B의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있어323) 침해금지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에만 권리

게 부당하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③ 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국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강제실시권을 허
여할 수 있다.
④ 실시권자가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실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20) 1986. 12. 31. 개정 특허법(법률 제3891호) 제51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
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 또는 수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권자가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산업이나 국가 또는 국내거주자의 사업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321) 【판결요지】 [2]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
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
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322) 정재훈, 앞의 논문, 68면.
323) 김준호, 민법강의(제3판), 법문사, 2003, 54면; 김형배, 민법학 강의(제3판), 신조사, 20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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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 민사 법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24)
다만, 우리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는 형사적으로도 처벌규정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325)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일지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허권 침해에는 해
당한다는 것이므로, 침해경고나 소제기 후 특허침해에 고의가 인정될 경우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법정실시권이나 강제실시권과 같은 정당한
권원을 부여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침해죄를 부정할 수 있을 것
인가. 침해죄를 면할 수 없다면 침해금지청구를 부정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을 것이다.
결국 Patent Troll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우리법상 권리남용법리 적용하는 것이 이
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모르나, 권리남용과 같은 일반원칙이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
에 의해 특허권을 채권적 권리로의 전환시키는 것은 현재의 입법체계상 불합리해 보인다.
미국 특허법 제283조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권적 권리로 전환하
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법정실시권제도나 강제실시권제도가 명문규정하의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원칙이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
에 의해 채권적 권리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무용화하는 것이며, 오히려 특허권
침해를 조장 우려도 있다.
즉, 특허권의 물권적 효력, 즉 침해금지청구를 부정하고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 채권적 권
리로 특허권을 전환시키는 것은 특허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며, 현행법하에서
권리남용법리 등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현행 특허법체계하에서는 Patent Troll의 문제를 법정실시권 발동사유와 강제실시권
발동사유를 보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안일 것이다.
즉, 누가 Patent Troll인지를 개념정의하기 보다는 Patent Troll이라 지칭할 수 있는 자의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적 행위인지, 즉, 특허법이 조력할 수 없는 Patent Troll의 권리남용
적 행위를 유형화하여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
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특정된 조건하에서
법정실시권나 강제실시권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라.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의 유형 분석
Patenr Troll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술
한 바와 같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라이선싱도 할 필요가 없
고,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할 우려도 없는 Patent Troll이 남용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324) 정재훈, 앞의 논문, 69면.
325)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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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사와 상업적 불실시만으로 권리남용을 판단하여 비자발적
실시권 설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의 본질은 배타권이며, 특허권의 가장 전형적인 권리행사방법은 특허발명을 실시하
고자 하는 자에게 라이선싱하고, 타인의 무단 실시에 대해서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는 것
이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 및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특허
권을 취득하는 연구중심의 대학들의 경우 상업적 실시 없이 특허를 라이선싱하며 양도하고,
민․형사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연스런 경제활동인 것이다.
즉, 자신의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오직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자가 악의적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ex. 과도한 실시료를 받기 위한 협상 목적의 금지
청구)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금
지청구권 행사의 목적이 향후 자신의 독점적 실시를 위함인지 아니면 통상의 실시료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협상용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금지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장래 시장
의 확대․독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전적 손실까지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거절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326)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한 후 그러한 경우 법정실시권 내지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
다.
이러한 작업은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 논문에
서는 침해금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살펴
보면서 법정실시권이나 강제실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건들을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특허권자가 불실시하는 경우
먼저 당해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불실시하는 특허권자가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어떠
한 추가요건하에 제3자에게 비자발적인 실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i) 먼저 특허권자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직접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라 생각할 수 있다. 설령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허권자는
물론 실시권자도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326)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Permanent Injunction Order)의 인정여부는 형평의 원칙(principles
of equity)에 따라 i)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인지 여부, ii) 적절한 법적 구제조치(Adequate
Remedy at Law)인지 여부, iii) 공중의 이익(Public Interest)이 침해받는지 여부 및 iv) 원고 피고의 손해의 비
교형량(Balance of the Hardships) 등을 판단하여야 결정하는데, 이러한 형평의 원칙은 우리 특허법상 법정실
시권 내지 강제실시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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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이미 재정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327)
ii) 이미 특허권자와 제3자의 라이선싱에 의하여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특허권자의 실시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
로 유형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비독점적 실시권(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한 또다른 라이선싱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동등한 조건
내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먼저 침해금지(예방)청구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통상 실시료 상당액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합리적 조건하의 라이선싱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자는 장래 시장의
확대․독점을 목표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며, 합리적인 조건인지 여부는 장래의 금
전적 손실까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준비가 있었는지 여
부는 비자발적 실시권 부여를 위한 예컨대 재청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며, 사업준비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선사용권(특허법 제103조)328)에 있어서 사업
준비 여부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우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특
허권자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실시권을 설정할 것인지 문제이다.
일응 생간건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이전에 특허권자와 선 협상 후 발생하는 문
제이므로, 법정실시권 보다는 강제실시권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며, 강제실시권
중에서도 재정사유의 하나로서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이러한
입법작업을 위하여 제3자가 합리적인 실시료를 제시하면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요청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실시허락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면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 특허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329)

327) 특허법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
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
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
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하 생략]
328) 특허법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
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
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29) 독일 특허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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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수함 특허
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또 다른 유형은 이른
바 잠수함 특허이다. 특허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특허침해를 고의로 방치한 후 상업적으
로 충분히 실시되어 당해 기술에 대한 회피설계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 시점에서의 권리행사하
는 것은 과도한 실시료를 받기 위한 협상 목적의 악의적 권리행사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제3자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한 서비스가 이미 대규모로 정착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 중단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또한 특허권 침해를 우회하는 회피설계가 가능하더라도, 기존 설비의 무용화에 따른 심각
한 손해도 사회적 손실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정당한 권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침해
금지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실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 법정실시권을 부여하여 계속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허권자에게는 일정한 대가를 청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채권적 권리로 약화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상당한 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정실시권과는 차별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유로 법정실시권이 발생할 수 있게 된
다면, 대기업 등에 의한 특허침해가 조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미
리 예측하지 못한 과실과 실시중단에 따른 손해 및 회피설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통상 실시료 상당액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며, 그 요건에 있어
서도 특허발명 실시자의 선의를 요구하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회피설계에 필
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법정실시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특허 알박기(Patent Holdout)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례로 소위 ‘특허 알박기’가 소개되
고 한다.330) 특허 알박기란 업계의 합의로 특허표준이 채택된 후 특허표준에는 포함되지 않
은 핵심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전체 업계를 상대로 하는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
며, 침해금지청구가 인정될 경우 전체 특허표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과도한 실시
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연장선에서 1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가 필수불가결한 경
우 기여도가 낮은 일부 특허권으로 인하여 전체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도 비자발적 실시권
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0) Doug Lichtman, Patent Holdouts in the Standard-Setting Process, Academic Advisory Council Bulletin 1.3
(May 2006); 정차호, 앞의 논문, 68-6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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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roll의 탄생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특허의 덤불(Patent Thicket) 즉, 최근 정보기
술․기계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1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
수의 특허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고, 어느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대한 모든 기술을 독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특허기술이 다수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
업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완벽히 피해가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졌다는 환경의 변화가 작용했
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이용발명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기본발명
특허권자로부터 비자발적 실시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특허법 제138조
).331) 즉, i) 1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가 필수불가결하여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피하고, ii) 제품 내지 서비스
전체에서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특허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현저히 미비한 경우에는 이용
발명 특허가 기본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절차를 통하여 비자발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유사하게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검토한 불실시 특허권자의 재정 추가 사유와 같이 실시허락을 받
지 못한 일부 타인의 특허에 대한 성실한 라이선스 교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허권자
가 이미 당해 제품 내지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청구일 현재 사
업준비 중인 경우에는 라이선싱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제안
1)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하여 권리남용법리와 같은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대응방안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모르나 현재 우리 입법체계
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법정실시권 발동사유와 강제실시권 발동사유를 보완하는
입법적 정비작업을 통하여 해결하여야만 한다.
2) 다음과 같은 재정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비실시 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a. 자신의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특허권자가,
331) 특허법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
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
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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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3자에게 라이선싱 계약에 의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 이와 동등한 또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실시권 허락 요청에 대하여,
d.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신청을 통
해 강제실시권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재정신청일 현재 재정신청인이 당해 발명을 실시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
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다음과 같은 법정실시권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특허침해를 고의로 방치한 후 침해금지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a. 특허권자의 경고 이전까지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b. 당해 특허발명을 대량적으로 실시하여,
b-1. 실시 중단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거나(우려되고) [or/and],
b-2. 당해 특허권 침해를 우회하는 회피설계시 기존 설비가 무용화되어 심각한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한 날로부터 회피설계에 필요한 기간동안)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상당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특허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의 정도 및 회피설
계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통상 실시료 상당액보다 증액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청구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여도가 적은 특허권의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다른 특허권 대부분이 실
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a. 1개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가 필수불가결하여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피한 특허권자는
b. 성실한 라이선스 교섭에도 불구하고 일부 타인의 특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실
시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c. 다만, 통상실시권이 허여되기 위해서는 제품 내지 서비스 전체에서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특허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현저히 미비한 경우에 한하며,
d. 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특허권자가 당해 제품 내지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심판청구일 현재 사업준비 중인 경우에는 라이선싱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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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의료발명(일본에서 의료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고찰 및 시
사점) : 한지영 교수

1. 서
의료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문제에 관하여 재생의료기술 등 첨단의료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전략본부 전문조사위원회 등에 의
해 검토가 행하여졌고,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2003년 8월과 2005년 4월에 특허발명의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또한 최근 의료분야에서 iPS(Induced Pluripotent Cell, 유도만능세
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질병 치료를 위하여 생명윤리 문제가 없는 의료행위를 성공
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연구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332) 이에 따라 첨단 의료분야의 지적재산
권 획득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은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에서
iPS 세포 관련기술을 포함하여 첨단 의료분야에서 적절한 특허보호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 전문위
원회 하에 의사, 연구원, 법학자, 경제학자, 산업계, 변호사, 변리사, 공익대표자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첨단의료 분야에서 적절
한 특허보호의 방법에 관하여 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는 iPS 세포 연구를 포함
하는 첨단 의료분야 연구원으로부터 청문회 및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 국내외 특허취득 실태
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동시에 외국에서 특허보호의 동향,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된 의료의 특성, 및 공공이익을 충분히 참작하여 첨단의료기술의 발전
을 도모하려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 특허청은 2009년 10월 23일
에 의료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첨단 의료분야에서의 특허보호에 세계적으로 선점을 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였다. 이하 일본에서 의료발명에 관한 연혁과 주요 심사기준 내용을 살
펴보고, 동시에 이번 의료발명 심사기준의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332) iPS 세포는 인간의 피부세포에 유전자 조작을 가해 제작된 만능 세포의 일종이다. 만능 세포란 '몸 속의 온
갖 세포로 변화할 수 있으며, 제한 없이 증식할 수 있는 세포'이다. 2007년 11월 20일 일본은 교토 대학 재생
의과학연구소의 야마나카(山中) 교수팀은 미국의 과학지<Cell>에, 그리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
(James Thomson)교수팀은 미국의 과학지 <Science>에 인간 iPS 세포의 제작 성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
과 미국의 동 시기의 발표는 인간 iPS 세포의 세계 최초의 제작을 노린 국제 경쟁의 치열함을 말하여 준다.
그 후 12월 16일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팀이 iPS 세포를 사용해 생쥐의 유전성 빈혈을 치료하는 실
험에 성공한 사실이 <Science>에 발표되었다. 빈혈의 원인 유전자를 정상의 것으로 바꾼 iPS 세포로부터 혈액
세포의 토대가 되는 세포를 만들어 생쥐에게 이식한 결과 증상이 개선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
와 동 연구실의 다카히바시 다카히시(高橋和利)조교수는 2006년 8월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쥐의 피부 세포
로부터 만능 세포를 만들에 내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야마나카 교수팀은 이러한 만능 세포를 'iPS 세포'
라 명명했다. 이 날부터 인간 iPS 세포의 실현을 향해 치열한 선두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
iPS 세포가 실현되었다. 야마나카 교수는 “iPS 세포를 위한 연구의 국제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blog.dreamwiz.com/bik/9293160 참조 (2009년 11월 4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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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에서 의료발명에 관한 특허보호 및 입법례 비교
가. 서
일본에서는 2002년 6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지적재산전략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였고,
이때 ‘지적재산전략대강’에서 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003년에는 산업구
조심의회보고서에 의해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생물체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자가
채취)의 제조방법”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의료특허전문조사회보고서를 참조하여 2005년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다시 개정하여 ‘의약의
용도발명’ 및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다. 2007년에는 세계적으
로 인간 iPS 세포의 제조에 관한 발표를 보고,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iPS 세포연구WG를
설치하여 지원책 검토를 개시하였고, 지적재산 전략에도 이를 검토하였다. 2008년에는 종합
과학기술회의에서 지적재산전략에 의해 iPS 세포관련기술을 포함하는 첨단 의료분야에 있
어서 특허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적재산전략계획 2008’에 이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의 의료분야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각계에 의견을 물어
최종적인 개정 심사기준을 2009년 10월 23일에 발표하였다.
일본에서 의료관련 발명 중에서 ‘의료기기’나 ‘의약’의 발명은 ‘물(物)’의 발명으로서 특허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의료방법)”의 발명은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일본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
는다는 해석을 통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하는 의
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인도적 또는 공공 정책적 이유에 기인하거나, 의료방법에 관한 연
구는 연구개발경쟁에 친숙하지 않다고 하는 정책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판례도 이러한 취급을 인정하고 있다.333) 이하 의료발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
하고, 일본의 의료발명 개정 심사기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 여부에 대한 입법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료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표 1]에서 입법례를 비교하였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과 호주는 의료방법의 발명 전체를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 캐나다, 뉴질랜드는
인간을 수술,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배제하고, 진단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일부 특
허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MRI(자기공명촬영법) 또는 X선 CT(X선 컴퓨터단층촬영)과
같은 단층화상촬영방법이나 원리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수술, 치료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최
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의 데이터 수집방법의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다.

333) 동경고등재판소 판결(평성 14년 4월 11일 (평성 12년 (行 ヶ) 제6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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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캐나다에서는 수술 또는 치료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방법은 특허대상(캐나다 특허
청 가이드라인 참조)으로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수술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
방법을 특허대상(뉴질랜드 특허청 가이드라인 참조)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특허청의 경우에
는 인간 이외 동물의 수술, 치료 및 진단방법(검체를 사용한 진단방법을 제외함)도 특허대상
에서 배제하고, 단지 수술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엄격한 의미에서 진단 과정의 전 단계에서
의 인체에 대한 측정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인
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발명은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서는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인체에 대
한 측정방법을 2008년 11월 의료발명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
본은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 의료발명 개정 심사기준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
다.

물(物)

물의 제조방법

수술⋅치료방법

진단방법

측정방법*

미국, 호주

O

O

O

O

O

캐나다, 뉴질랜드

O

O

X

△

△

유럽

O

O

X

△

△

일본

O

O

X

X

X

우리나라

O

O

X

X

△

표 32 의료 관련 발명에 관한 제 외국의 입법례 비교
* 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의 데이터 수집방법 발명

[해설]
(1) 미국: 의사, 의료기관의 특허침해에 대한 일부 면책규정이 있음.
(2) 호주: 의사, 의료기관의 특허침해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음.
(3) 캐나다: 수술 또는 치료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방법은 특허대상임.
(4) 뉴질랜드: 수술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방법은 특허대상임.
(5) 유럽: 인간 이외의 동물의 수술, 치료 및 진단방법도 특허받을 수 없으며, 검체를 사용
한 진단방법은 특허대상임. 또한 수술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단 스텝의
전(前) 단계의 인체에 대한 측정방법은 특허대상임.
(6) 일본: 인간 이외의 동물의 수술, 치료, 진단 및 측정방법은 특허대상임. 그러나 의료목
적으로 인체에 대한 측정방법은 특허받지 못함. 단, 검체의 분석 및 측정방법은 특허대상.
(7) 우리나라: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인
체에 대한 측정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도록 개정.334)
334) 2008년 11월 의료/위생분야 개정 심사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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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료방법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하는 등 의료의 특성
을 배려한 인도적, 공공정책 상의 이유, 또는 의료방법에 관한 연구는 연구개발경쟁에 친숙
하지 않다는 정책적 이유 등을 참작한 것으로 판례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335)
한편, 기술적 사상인 발명은 ‘물’ 발명 또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정할 수 있고, 어떤 국가
에서는 ‘방법’ 발명으로서 밖에 보호할 수 없는 발명이 다른 국가에서는 ‘물’의 발명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질 X가 항암작용이 있다는 속
성을 발견한 경우에, “유효성분 X를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의 치료방법”과 같이
방법 발명으로서 특정하는 접근방식과, “유효성분 X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암
제”로서 의약인 ‘물’의 용도발명으로서 특정하는 접근방식이 있다.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
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2007년 12월 13일 발효된 「2000 EPC」에
의하면, 의약의 새로운 효과를 발견한 발명의 경우에 ‘방법’ 발명으로서 특정하면 ‘치료방법’
이 되어 ‘방법’ 발명으로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물’의 발명으로서 특정하면 ‘물’의 용도발명
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즉 유럽과 일본에서는 의료관련
발명을 ‘방법’ 발명으로 특허청구하면 특허받을 수 없지만, ‘OO 치료제’라고 하는 ‘물’의 용
도발명이나 ‘배양세포시트의 제조방법’이라고 하는 ‘제법 발명’으로서 특정하면 특허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물’의 발
명은 유체물로서 신규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에 관한 새로운
효과를 발견한 발명의 경우에 ‘물’의 용도발명으로서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취득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방법으로서 출원할 수밖에 없다. 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의 접
근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별로 제도상의 차이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의 용도⋅용량을 개량함으로써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환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
는 등 일정한 약리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의 경우에, 일본은 ‘물’의 발명 및 ‘방법’의 발명으로
서 특허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반면, 미국은 치료방법인 ‘방법’발명으로서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은 ‘물’
의 발명으로서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8년 4월에 유럽특허청 확대항고부에 청
구하여 현재 심리중이다(G2/08).

335) 동경고재 평성 14년 4월 11일(평성 12년 (行ヶ) 제6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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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에서 의료발명에 대한 연혁
(1) 서
일본은 2002년 06월에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지적재산전략에 관한 중간보고’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재생의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함께 당해 첨단의료
에 관련된 일부 공정, 예컨대, 유전자⋅세포 처리, 인공피부 제조 등 생물체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의 생산 등은 의사가 아닌 자, 즉 대학 발 벤처기업 등에 의해 담당되는 경우가 있었다
고 한다. 또한 이들 가공 처리된 생물체로부터 유래되는 제품에 관하여는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로서 당국의 제조승인을 얻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를 둘러
싼 환경의 변화 가운데 첨단 의료분야의 기술혁신의 추진과 새로운 산업 진출을 추진하려는
관점에서 상술한 생물체로부터 유래되는 제품의 가공⋅처리⋅생산 등에 관련되는 의료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화를 도모하였다. 이때 의사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 정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2002년 7월 3일
의 ‘지적재산전략대강’에서는 재생의료, 유전자치료관련기술의 특허법에 있어서 취급의 명확
화를 도모하였고, 특히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재생의료 및 유전자치료 관련기술에 있어
서 피부의 배양방법, 세포의 처리방법 등의 신기술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개발
의 발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2년 특허법 개정 및 심사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 후 2003년에 의료발명의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또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관한 특허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2005년에 다시 심사기준의 개정작업이 있었고, 최근에는 iPS 세포관련기술을 포함한 첨단의
료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진전에 수반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발명 심사기준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하 의료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2003년 특허청의 의료발명 심사기준 개정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2003년 6월 3일
자 보고서 “의료관련행위에 관한 특허법상의 취급에 관하여”에 의하면, 의료관련행위의 일
반을 특허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관하여 그의 정책적 필요성, 현실적 영향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당시 특허심사기준에
있어서 “인간으로부터 유래하는 물(物)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예컨대
배양피부시트, 인공뼈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 7일에 특허청의 의료발명 심사기
준이 개정되었다. 중요한 개정 사항은 유전자재조합 제조 등의 의약품 및 배양피부시트 등
의 의료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동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점이다. 개정 이전에는 자신 또는 타인으로부터 세포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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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공정은 특허받을 수 없었는데, 의료재료의 제조, 세포의 제조, 가공에 의한 제품과 같은
처리방법, 즉 채취한 줄기세포의 분리방법, 줄기세포의 배양방법, 줄기세포를 조직세포로분
화 유도하는 방법, 생물에서 유래한 제품의 이식 이전 처리방법 등은 특허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투여방법이나 이식방법은 여전히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 전
‘인간을

수술,

개정 후

치료 (1) 인간에서 채취한 물(예: 혈액, 뇨,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물을 원재료로

또는 진단하는 방법’ 피부, 모발, 세포, 조직)을 처리하는 하여 의약품(예: 혈액제제, 왁찐, 유
에 해당하지 않는 경 방법
우

전자재조합 제제) 또는 의료재료(예:

(2) 이를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 인공뼈, 배양피부시트 등의 신체 각
하는 방법

부분을 위한 인공적 대용품 또는 대
체물)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의 경우,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물을 채취한 자
와 동일인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되돌
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더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
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한 물(物)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
게 치료를 목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전
제로 하여, 채취한 물을 처리하는 방법
(예: 혈액투석방법)

(3) 2005년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
지적재산전략본부 의료관련행위의 특허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조사회가 2003년 10월
31일 내지 2004년 11월 2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열렸는데, 이 조사회의 보고서 “의료관련
행위의 특허보호의 상황에 관하여(결론)(医療関連行為の特許保護の在り方について(とりまと
め))”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의사의 행위에 관한 기술에 관하여는 ‘의료’
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의료기
기의 작동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는 물론 폭넓게 의료계 기타 의료기기에 관하여도 그의
개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전문조사회로서는 의사의 행위에 관한 기술
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전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의약의 제조⋅판매를 위해 의약의 새로운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방법’
의 기술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또는 의약에 있어서 실시예 등을 참고로 하여 권리의 효
력 문제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물(物) 특허에 의한 보호의 확대 가능성을 추구하고, 이를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물 특허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기술을 새롭
게 특허보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당시 시점에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악영향 등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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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05년 4월 14일에 개정된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우선 ‘의약용도’ 및 ‘의료
기기의 작동방법’에 관한 특허를 인정하였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은 의료기기 자체에 구비
된 기능을 방법으로서 표현한 것으로 특허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336) 다만, 의사의 행위
또는 의료기기의 인체에 대한 작용은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복수의 의약의 조합 또는 투여 간격⋅투여량 등 치료의 양태에서 특정하
려고 하는 의약발명도 ‘물의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4) 2008년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의 논쟁
2007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
사회를 3차례 회동하고(동년 8월 30일, 10월 30일, 11월 21일), 11월 21일에 보고서 “지적재
산 프론티어의 개척을 향하여(知財フロンティアの開拓に向けて)”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분야에서 특허권의 보호대상의 상태에 관하여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
가 있고, 이 분야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되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개정된 특허심사기준의 운영상황
을 주시하면서, 향후에도 첨단의료분야에 있어서 기술동향이나 제 외국에 있어서 토론의 동
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하였
다.
한편 의료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고 혁신적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iPS(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유도만능줄기세포 또는 역분화만능줄기세포) 세포에 관
련된 국제적 연구개발 경쟁이나 지적재산권 취득 경쟁이 급속하게 격화되고 있고, iPS 세포
관련기술을 포함한 첨단의료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진전에 수반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2008년 6월 18일 ‘지적재
산전략본부 2008’에서는 지적재산전략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에 iPS 세
포관련기술을 포함하는 첨단 의료분야에서 적절한 특허 보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2008년부터
즉시 검토하도록 하고, 2005년 4월에 개정된 특허심사기준의 운용상황을 검토하고, 첨단의료
분야의 기술 특허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토론의 동향에 입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을 적시하였다. 이외에도 2008년 5월 19일 지적재산전략본부 산하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의 첨단의료특허 검토위원회”는 「첨단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
의 위상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전문가의 예측을 초과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
운 용법⋅용량의 의약발명을 ‘물’의 발명으로서 보호하고, 그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도록

336) 예컨대, [발명의 명칭] X선 CT장치의 제어방법이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i) X선 CT 장치의 각부를 제어수
단이 제어하는 방법으로. ii) X선 발생수단을 제어하여 X선을 발생하는 공정, iii) X선 검출수단을 제어하여 인
체를 투과한 X선을 검출하는 공정과, 검출된 데이터를 재구성 처리하여 영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공
정을 갖춘 X선 CT 장치의 제어방법이다.

- 157 -

심사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의 데이터 수집 방법
(수술, 치료, 진단이 포함되지 않는 인체의 계측⋅측정 방법)의 발명」을 새롭게 특허대상으
로 하며, 특허대상이 되는 사례와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적시하도록 의료발명 심사
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하여 동년 6월 24일에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
서 보고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고, 「제
II부 제1장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 심사 기준(안) 및「제VII부 제3장 의약발
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을 2009년 8월 6일에 공표한 후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개정
심사기준(안)에 대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2009년 10월 23일에 새롭게 의료발명 심
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심사기준은 2009년 11월 1일 이후에 심사되는 출원에 적용하
는 것으로 하였다.

3. 일본에서 의료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의 내용
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 심사기준 내용
(1) 서
일본에서는 의료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관한 내
용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인체로부터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수술
이나 치료 과정이나 의료 목적으로 인간의 병상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조합시킨 물(물리 수단과 생화
학 수단을 조합, 생체유래재료와 족장(足場) 재료와의 조합, 생체유래재료와 약제와의 조합
등)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세포의 분화 유도 방법 등이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
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기하고, 관련 기술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이외에도 보조기
기 관련 기술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은 통상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이하 ‘의
사’라 함)가 인간에 대하여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으로 소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예컨대, 인간에 대한 피임 또는 분만 등의 방법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술, 치료 또는
진단방법의 대상이 동물일지라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방법’으로서 취급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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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유형
①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 인체에 대하여 외과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예: 절개수술, 절제수술, 천자(穿刺)337), 주
사 등을 행하는 방법이 포함됨)
― 인체 내(예: 구강내, 비강내, 외이도(外耳道)는 제외)에서 장치(내시경 등)를 사용하
는 방법(장치를 삽입하거나 이동시키거나 유지하거나 조작하거나 적출하는 방법 포함)
― 수술을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예: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 주사부위의 소독방법 등)
한편,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미용을 위한 수술방법과 같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②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 질병의 경감 및 억제하기 위해 환자에게 투약, 물리요법 등의 수단을 실시하는 방법
― 인공장기, 의수 등 대체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
― 질병의 예방방법 (예: 충치 예방방법, 감기 예방방법).
또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법(예: 마사지 방법, 지압방법)도 질병에
대한 예방 방법으로서 취급한다.
―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예: 전기치료를 위한 전극의 배치방법),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적 처치방법 (예: 기능회복 훈련방법) 또는 간호를 위한 처치방법(예:
욕창338) 방지 방법).

③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은 치료 목적으로 인간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상태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하여, 또는 이에 입각하여 처방, 치료 또는 수술계획에 관하여 판단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MRI 검사로 얻은 화상을 보고 뇌경색임을 판단하는 방
법이 있다.

337) 혈관이나 몸의 일부에 주사 바늘을 꽂아 체액 또는 조직 등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338) 병으로 오래 누워 있는 사람의, 자리에 닿는 부분의 피부가 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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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① 의료기기 및 의약 자체
의료기기 및 의약 자체는 물(物)이고,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
하지 않는다. 복수의 물을 조합시킨 물(物)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은 의료기기 자체에 구비된 기능을 방법으로 하여 표현한 것으로,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는 의료기기 내부의 제어방법은 물론, 의료기기 자체에 구비된 기능적⋅시스템적 작동, 예컨
대, 조작신호에 따른 절개수단의 이동이나 개폐작동 또는 방사선, 전자파, 음파 등의 발신이
나 수신이 포함된다.
한편, 청구항의 발명의 특정 사항으로서 의사가 행하는 공정(예: 의사가 병상에 대응하여
처치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 또는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예: 기기에
의한 환자의 특정부위의 절개, 절제 또는 기기에 의한 환자의 특정부위로의 방사선, 전자파,
음파 등의 조사)을 포함하는 방법은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인체로부터 유래된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인간의 신체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계측하는 등 인체로부터 유래된 각종의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한 방법은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병상이나 건강 상태 등 신체 상태나 정신 상태에 관
하여, 또는 이에 입각하여 처방이나 치료⋅수술계획에 관하여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
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체로부터 유래된 시료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인체로부터 수집된 시료 또
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분석을 행하는 방법.
[예 1] 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해 면봉으로 구강점막을 채취하는 방법
[예 2] 흉부에 X선을 조사하여 폐를 촬영하는 방법
[예 3] 이식(耳式) 전자체온계를 외이도(外耳道)에 삽입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예 4] 채취한 소변에 시험지를 침적하고 정색(呈色)한 시험지의 색과 색조표를 비교하
여 요당의 양을 판정하는 방법
[예 5] 피험자에게 유래하는 X 유전자의 염기배열의 n번째에 있어서 염기의 종류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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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당해 염기의 종류가 A인 경우에는 치료받기 쉽고, G인 경우에는 치료받기 어렵다고
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피험자의 고혈압증에 대한 진찰 용이도를 측정하는 방법.
― 인간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예 6] 신체의 표면에 도포하는 초음파 검사용 젤의 도포 얼룩 방지방법
다만,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공정, 또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공
정을 포함하는 방법은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 또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④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예: 혈액, 소변, 피부, 모발, 세포,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
를 분석하는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예: 혈액투석방법) 또는 채취한 것을 처리하
는 중에 분석하는 방법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
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
여 처리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예: 혈액제제, 왁찐, 유전자재조합
제제, 세포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의료재료(예: 인공뼈, 배양피부시트 등 신
체의 각 부분을 위한 인공적 대용품 또는 대체물)를 제조하는 방법
―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의 중간단계의 생성
물을 제조하는 방법(예: 세포의 분화유도방법, 세포의 분리⋅정제방법).
―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 또는 그의
중간단계의 생산물을 분석하는 방법.

나.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
(1) 서
2009년 의료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의약발명」의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이때
「의약발명」은 어떤 물(物)의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당해 물의 새로운 의약용도
를 제공하기 위한 ‘물의 발명’을 말한다. 이때 「물」이란 유효성분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을 의미하며, 화합물, 세포, 조직 및 천연물질로부터 추출물질과 같이 화학구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 및 이들을 조합시킨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약용도」란 (i) 특정한
질병에의 적용, 또는 (ii) 투여시간⋅투여수순⋅투여량⋅투여부위 등의 용법 또는 용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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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또는 용량」이라 함)이 특정된, 특정 질병에의 적용을 의미한다.339)
한편 의약발명은 개정 심사기준 제VII부 제3장에 기술하고 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을 살
펴보면,「의약발명」의 경우에는 특정한 용법⋅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
약 용도가 공지의 의약과 상이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세포 등 생체유래재
료의 용도에 특징이 있는 발명, 및 제조 방법으로 특정된 세포의 의약 용도로 특징이 있는
발명의 사례들을 추가하였다. 이하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
(가) 특허청구의 범위
① 특허청구의 범위 제36조 제6항 제1호
특허법 제36조 제6항340) 제1호는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
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의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범
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의 판단은 청구항의 발명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으로서 기재한 것과의 실질적
인 대응 관계를 대비⋅검토한다.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를 위반한 사례로서 다음을 열거할 수 있다:
― 청구항에는 성분 A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함유하는 제토제가 특허청구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성분 A가 제토 작용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는 약리시험방법이나 약
리 데이터 등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게다가 성분 A가 제토제로서 유효하다는 사실이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우.
― 청구항에는 목적하는 성질에 의해 정의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 용도의
치료제로서 포괄적으로 특허청구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체적인 화합물에 대해서만 특정 용도의 치료제로서의 유용성을
가짐을 확인되는데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화합물의 경우에 그의 치료제
로서의 유용성을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보아 당업자가 알 수 없는 경우.

②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는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은 명확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구의 범위는 하나의 청구항의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기재해

339)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 제VII부 제3장 참조.
340)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제2항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i)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을 것, (ii)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
이 명확할 것, (iii) 청구항의 기재가 간결할 것, (iv) 기타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 기재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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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6조 제5항341)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출원인은 청구항에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기재함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물의 발명」의 경우
에,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물의 결합이나 물의 구조의 표현형식을 사용할 수 있
는 이외에 작용⋅기능⋅성질⋅특성⋅방법⋅용도 기타 다양한 표현형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의약발명에 관하여도 다양한 표현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3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항은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상술한 다양한 표현형식을 사용하여 발명을 특
정하는 것은 발명이 명확하다면 허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 의약발명의 유효성분이 기능⋅특성 등에 의해 특정되고
있는 경우로, 출원 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유효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
지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 의약발명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청구항 중에 의약용도를 나타내는 기재가 있는 의약발명에서 의약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현한 청구항의 경우(예컨대, 「∼로 구성된 질병 X를 위한 의
약」이 아니라, 단지 「∼로 구성된 의약」등과 같이 표현한 경우)에는 그의 일반적 표현인
용어의 존재가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즉 개념이 넓은 경우에만)으로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위반으
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으로서 다음과 같이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예 1: 유효성분 A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Z 치료제.
예 2: 유효성분 B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Y 치료용 조성물.
예 3: 유효성분 C와 유효성분 D를 조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W 치료약.
예 4: 유효성분 E를 함유하는 주사제, 및 유효성분 F를 함유하는 경구제로 이루어진 질
병 V 치료용 키트.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실시가능요건
의약발명은 일반적으로 물의 구조나 명칭으로부터 그의 물을 어떻게 만들고, 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곤란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당업자가
341)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제2항의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청구항마다 구분하여 각 청구항마다 특
허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에 1개의 청구항의 발명과 다른 청구항의 발명이 동일하다고 기재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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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출원 시의 기술수
준으로부터 당업자가 화합물 등을 제조하거나 취득할 수 있고, 또한 그의 화합물 등을 의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1개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약용도를 입증하는 실시예로서 통상 약리시험결과의 기재가 요구된다. 이하 약리
작용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약리시험결과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ㆍ 약리시험결과에 관한 기재의 정도
약리시험결과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에 있어서 화합물 등에 약리작용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i) 어떠한 화합물 등을, (ii) 어떠한 약리시험계에 적용하고,
(iii)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는가, 및 (iv) 그의 약리시험계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약리
시험결과는 수치 데이터로 기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약리시험계의 성질상 결과
를 수치 데이터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치 데이터와 동일시해야 할 정도의 객관적인
기재, 예컨대, 의사에 의한 객관적인 관찰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사
용되는 약리시험계로서는 임상시험, 동물실험 또는 시험관내 실험을 열거할 수 있다.
―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의 예
ㆍ 약리시험결과의 기재가 없는 경우
통상 화합물 등의 구조⋅명칭들로부터 특정한 의약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에측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최초의 명세서에 유효량, 투여방법, 제제화 방법이 기재되어 있
더라도, 약리시험결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화합물 등이 실제로 그의 의약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당업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약리시험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
ㆍ 약리시험에 사용된 화합물 등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청구항의 의약발명에서 화합
물 등에 약리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최초의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시험계에 사용된 화합물 등이 「복수의 화합물
중에서 그 어떤 것」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합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가 특정되지 않고, 상술한「(가) 약리시험결과에 관한 기재의 정도」에서 (i)이 불명확한 경
우에 해당되어 청구항의 의약발명에서 화합물 등에 약리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특허요건
(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이기 때문에 인간에의 투여, 도포라고 하는 적용을 예정하는 것
일지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산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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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 또한 2 이상의 의약을 조합하거나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
정하려고 하는 의약발명도 「물의 발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나) 신규성
① 의약발명에 관한 신규성 판단의 기본적 사고
「의약발명」은 어떤 화합물 등의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당해 화합물 등의 새로
운 의약용도를 제공하려고 하는 「물의 발명」이고,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i)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 등, 및 (ii) 그의 속성에 기인하는 의약용도의 2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

② 신규성 판단 방법
―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인정
청구항의 발명성 인정은 청구항의 기재에 의거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의미
를 해석한다.
―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
의약발명은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 등, 및 그의 속성에 기인하는 의약용도로 구성
되기 때문에 간행물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려면 당해 화합물 및 의약용도의
양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당업자가 당해 간행물의 기재 및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
하여 의약발명에 관한 화합물 등을 제조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하여 당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당해 간행물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업자가 당해 간행물의 기재 및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그의 화합물 등을 의약용
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여 당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간행물
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당해 간행물에 어떠한 입증도 없이 의
약용도가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업자가 그의 화합물 등을 의약용도에 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여 당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해 간행
물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신규성 판단
의약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는 「제II부 제2장 1.5.5 신규성의 판단」및 본 장「2.2.1.
의약발명에 관한 신규성 판단의 기본적 사고」에 기인하여 다음의 3-1 및 3-2에 의해 판단
한다.342) 다음에서 「인용발명」이란 제29조 제1항 각호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인용하는 발

342) 본문 중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일본 개정 심사기준의 숫자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는 편의상
예컨대, 1. 가. (1) (가) 의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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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말한다.

3-1.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 등에 관하여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 등과 인용발명의 화합물 등이 서로 다
른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3-2. 특정한 속성에 기인하는 의약용도에 관하여
3-2-1. 특정한 질병에의 적용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화합물 등과, 인용발명의 화합물 등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경우이더라
도 청구항의 의약발명과 인용발명이 그의 화합물 등의 속성에 기인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
는 의약용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청구항의 발명이 「유효성분A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Z의 치료약」이고, 인
용발명이 「유효성분 A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X 치료약」인 경우에, 출원
시의 기술수준을 참작하여 질병 X와 질병 Z가 서로 다른 질병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청구항
의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의약발명의 차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ㆍ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와 인용발명의 의약용도가 표현상 다르더라도 출원
시에 있어서 기술수준을 참작하면, 다음의 (i) 또는 (ii)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
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i) 그의 작용기작으로부터 의약용도를 도출하는 경우, 또는
(ii) 밀접한 약리효과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경우.
[상기 (i)의 예]
(인용발명) 기관지 확장제 → (본원 의약발명) 단식 치료제
(인용발명) 혈관 확장제 → (본원 의약발명) 혈압강하제
(인용발명) 관혈관 확장제 → (본원 의약발명) 협심증 치료제
(인용발명) 히스타민 유리억제제 → (본원 의약발명) 항 알레르기제
(인용발명) 히스타민 H-2 수용체 저해제 → (본원 의약발명) 위 치료제
[상기 (ii)의 예]
(인용발명) 강심제 → (본원 의약발명) 이뇨제
(인용발명) 소염제 → (본원 의약발명) 진통제
[주] 상기 (ii)의 예에 있어서, 의약 분야에서는 2 이상의 의약용도를 필연적으로 가지는
화합물이 있지만, 반드시 상기 (ii)의 예에 해당하는 제1의 의약용도를 가지는 화합물 등이
모두 제2의 의약용도를 가지는 것이 아님은 이미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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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합물 등의 구조 활성 등에 관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ㆍ 인용발명의 의약용도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의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예](인용발명) 항정신병제 → (본원 의약발명) 중추신경작용제
(인용발명) 폐암치료제 → (본원 의약발명) 항암제
ㆍ 인용발명의 의약용도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의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인용발명의 의약용도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청구
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주] 개념상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의약용도가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의약용도에 포함되거
나,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의약용도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의약용도를 열거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의약용도를 도출시키지 못한다.
ㆍ 청구항에서 의약발명의 의약용도가 인용발명의 의약용도를 새롭게 발견한 작용기
작으로 표현한데 불과한 것이고, 양 의약용도가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
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예] (인용발명) 항균제 → (본원 의약발명) 세균세포막 형성 저지제
ㆍ 청구항에서 의약발명과 인용발명에 있어서 양자의 성분조성 및 의약용도에 차이가
없고, 청구항의 의약발명에 포함되는 성분이 인용발명의 성분의 일부의 작용기작을 용도로
규정하여 표현하는데 불과한 경우에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예] (인용발명) 인도메타신과 토우가라시 엑기스를 포함하는 피부소염진통제
→ (본원 의약발명) 인도메타신, 및 토우가라시 엑기스로 구성된 인도메타신의 장기 안
정성 개선제를 포함하는 피부소염진통제
[주] 조성물로서의 성분조성이 동일한 이상, 양 발명의 피부소염진통제가 함유하는 성분은
주관적인 첨가 목적에 불구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함유되는
토우가라시 엑기스가 인도메타신의 장기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안정화제라고 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것에 의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343)
3-2-2. 용법 또는 용량이 특정된 특정한 질병에의 적용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화합물과 인용발명의 화합물이 다르지 않고, 적용하는 질병에 있어
서도 차이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청구항의 의약발명과 인용발명이 그의 화합물 등의 속성에
기인하여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 질환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약용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343) 東京高判平 13.12.18 (平成 13(行ヶ) 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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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보성
①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에 관하여
―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2.2.2(1)과 같이 취급한다.
―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2.2.2(2)와 같이 취급한다.
―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제II부 제2장 2. 진보성」과 같이 판단한다.

②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운용예
다음의 관점 중에서 복수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점으로부터 행한
다.
― 의약용도와 작용기작과의 관계
청구항에 의약발명의 의약용도가 인용발명의 의약용도와 다르더라도 출원 시의 기술수준
으로부터 양자 사이에서 작용기작의 관련성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효과 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통상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 인간 이외의 동물용 의약으로부터 인간용 의약에의 전용
인간 이외의 동물용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용도의 인용발명의 화합물 등을 인간을
위한 의약으로 단순히 전용함에 불과한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인용발명의 내용에 당해 전용
의 시사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청구항의 발명의 유리한 효과 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
거가 없는 한, 통상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인간을 위한 의약으로부터 인
간 이외의 동물용 의약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이상의 의약성분을 조합시킨 의약
약효 증대, 부작용 경감 등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의약
성분의 조합을 최적화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이고, 청구항의 의약발명
과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이 이러한 점에만 존재하는 경우에 통상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
성은 부정된다.
예컨대, 당해 조합이
ㆍ 주요 작용이 동일한 공지된 성분끼리의 조합,
ㆍ 공지된 주성분의 효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지된 부성분과의 조합
(예컨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지된 주성분과, 이러한 부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지된 부성분과의 조합),
ㆍ 주 질병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각각의 증상에 대하여 치료 효과를 가지는 공지
된 성분의 조합 등의 경우에는 인용발명에 입각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을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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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얻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고, 통상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긍정된다.
2 이상의 의약성분을 조합시킨 의약은 「∼치료용 배합제」, 「∼치료용 조성물」, 「조합
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약」 등으로서 특허청구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진보
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ㆍ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약용도에 특징을 가
지는 의약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약효 증대, 부작용 경감, 복약, 복용약 컨플라이언스의 향상이라고
하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법 또는 용량을 최적화하는 것은 당
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이다. 따라서 청구항의 의약발명과 인용발명에 있어서 적용
하는 질병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용법 또는 용량과는 다르고, 이러한 점에서 청구항의 의약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당업자의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 그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긍정된다.

(라) 특허법 제29조의2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29조의2에 관하여
ㆍ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2.2.2(1)과 같이 취급한다.
ㆍ 타 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2.2.2(2)와 같이 취급한다.
ㆍ 특허법 제29조의2는 「제II부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2」와 같이 판단한다.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29조의2 판단의 구체적인 운용예
청구항에 기재된 의약발명이 타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발명과 차이
가 있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있어서의 경미한 차이(주지
기술,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전환 등으로 새로운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의 경우에 양자
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마) 특허법 제39조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조에 관하여
ㆍ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2.2.2(1)과 같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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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특허법 제39조는 「제II부 제4장 특허법 제39조」와 같이 판단한다.
―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조 판단의 구체적인 운용예
상위개념인 선원발명과 하위개념인 후원발명의 관계에 있으며, 후원발명을 특정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선원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고, 상위개념인 선원발명이 당해
개시된 사항의 범위에 있어서 사실상의 선택방법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후원발
명은 선원발명과 동일하다. 동일 날짜에 출원된 2 이상의 출원의 각각의 청구항의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다. 사례집

1.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에 반하는 경우

[사례 1] 구리(銅)에 철을 도금하는 방법

2)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례 2] 자연수 n 에서 n+k 까지의 합을 구하는 계산방법
[사례 3] 이과계 과목을 교수(敎授)하는 방법
[사례 4] 원에 내접하는 임의의 정 N 다각형의 작도 방법
[사례 5] 놀이 방법
[사례 6] 상거래의 판매가격 결정 방법
[사례 7] 파티의 개최방법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

1) 수술에 관한 경우
[사례 8-1] 마이크로 기술 로봇에 의한 환자의 처치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
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8-2] 마이크로 기술 로봇 시스템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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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9-1] 체액 샘플링 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9-2] 체액 샘플링 장치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0-1] 내시경에 의한 체강 내 관찰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0-2] 내시경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사례 11-1] 조영자기공명촬영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1-2] 자기공명촬영장치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2-1] 피절삭물 및 절삭기구의 화상을 중루(重壘) 표시하는 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2-2] 피절삭물 및 절삭기구의 화상을 중루 표시하는 장치의 제어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치료에 관한 경우
[사례 13-1] 암의 치료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3-2] 암의 치료 시스템(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4-1] 연골의 재생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4-2] 연골재생용 이식재료(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5-1] 심근경색의 치료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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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례 15-2] 심근경색치료용 조성물(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6-1] 페이스메이커에 의한 전기 자극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6-2] 페이스메이커의 제어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사례 16-3] 페이스메이커의 제어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
는 경우)
[사례 16-4] 페이스메이커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사례 17-1] 인공 눈 시스템에 의한 망막자극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7-2] 인공 눈 시스템의 제어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사례 18-1] X선 조사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8-2] X선 장치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데이터 수집에 관한 경우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9-1] X선 CT 촬영방법
[사례 19-2] X선 CT 장치의 제어방법

[사례 20-1] 자기공명촬영방법
[사례 20-2] 자기공명촬영장치의 작동방법

[사례 21] 핵의학 촬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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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경우
[사례 22-1] 유전자 치료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22-2] 유전자치료를 위한 세포제제의 제조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23-1] 세포를 분화 유도하는 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사례 23-2] 세포를 분리, 정제하는 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23-3] 세포의 배합을 분석하는 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24-1] 혈액정화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24-2] 혈액정화장치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사례 25-1] 혈액의 헤마토크리트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
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25-2] 채취된 혈액의 헤마토크리트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
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25-3] 혈액의 헤마토크리트 수치를 측정하는 장치의 작동방법(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기기에 관한 경우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26-1] 보행상태의 판정방법
[사례 26-2] 파워 보조기기의 제어방법
[사례 26-3] 파워 보조 방법

[사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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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1] 내지 [사례 23-3]은 인간 유도 만능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이번
개정 심사기준에 추가된 내용이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 23-1] 세포를 분화 유도하는 방법

[특허청구의 범위]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를 무혈청 배지 중에 X 세포
증식인자 존재 하에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신경줄기
세포로 분화 유도하는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무혈청 배지 중에 X 세포 증식인자 존재 하에 배양함으로
써 신경줄기세포로 분화 유도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적합성의 관점에서 환자
본인의 체세포로부터 유도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분화 유
도된 신경줄기세포는 신경변성 질환의 치료약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설명]
상기 생체 외에서 신경줄기세포로 분화 유도하는 방법은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의 중간 단계의 생산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
을 전제로 하는 처리방법일지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사례 23-2] 세포를 분리 정제하는 방법

[특허청구의 범위]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분화 유도된 신경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세포집단으로
부터 신경줄기세포를 분리, 정제하는 방법으로,
(a) 분리막 M을 이용하여 신경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공정, 및
(b) (a)에서 분리된 신경줄기세포를 성분 P를 포함하는 배지 중에서 배양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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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분리막 M이 신경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성분 P
는 신경줄기세포의 만능성을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하여 유용하다는 것은 공지된 사실이
다. 이때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분화 유도된 신경줄기세포를, 분리막 M을 이
용하여 미분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세포집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제하고, 성
분 P를 포함하는 배지 중에서 배양함으로써 고순도를 가진 신경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
다. 그리고 고순도의 신경줄기세포는 안정성이 높은 신경변성질환의 치료제로서 이용할
수 있다.

[설명]
상기 생체 외에서 신경줄기세포를 분리, 정제하는 방법은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의 중간 단계의 생산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
을 전제로 하는 처리방법일지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사례 23-3] 세포의 배합을 분석하는 방법

[특허청구의 범위]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분화 유도되어 분리 정제시킨 신경줄기세포를 포함하
는 세포집단에 있어서 신경줄기세포의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a) 표지(標識)된 항체를 사용하여 전술한 세포집단에 있어서 세포 마커 A와 B의
발현량을 측정하는 공정, 및
(b) 당해 발현량에 기인하여 신경줄기세포의 배합을 결정하는 공정
을 포함하고, 이때 세포 마커 A는 배열번호 1로 표시되는 아미노산 배열로 구
성된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세포 마커 A가 신경줄기세포에 있어서 특이하게 발현되는 것, 및 배열번호 1로 표시
되는 아미노산 배열로부터 구성된 것이 명확하다. 세포 마커 A에 결합하는 항체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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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한 세포 마커 B는 줄기세포 전반에 있어서 널리 발현하고 있는 마커로서
주지되어 있다.
이때 표지된 항체를 사용하여 세포 마커 A와 B의 발현량을 측정하고, 세포 마커 B에
대한 세포 마커 A의 발현량의 배합을 결정함으로써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에서 분화
유도되어 분리 정제된 세포집단에서 신경줄기세포의 배합을 분석할 수 있고, 보다 안정
성이 높은 신경변성질환의 치료가 가능하다.

[설명]
상기 생체 외에서 분리, 정제된 세포집단을 분석하는 방법은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의 중간 단계의 생산물을 분석하기 위
한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되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리방법일지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개정 심사기준의 주된 변경사항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개정 전

개정 후

의의

2.1.(1)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 2.1.1.1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하는 방법

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

①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

형

을 수술하는 방법을 기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외과적 수 (1)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

재하고 있다. 특히 (1)

술방법, 채혈방법 등이 포함된다. 여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경 (b)를
기에는 미용, 정형을 위한 수술방법과 우가 포함된다.

신설하여

인체

내에서 내시경 등을 사

같이 치료나 진단 목적이 아닌 경우도 (a) 인체에 대하여 외과적 처치방법 용하는 방법도 수술방
포함된다. 또한 수술을 위한 예비적 (절개, 절제, 주사를 행하는 방법 등 법에 포함시켜 개정 전
처치방법(예: 수술용 마취방법)도 수 이 포함됨)

에 이들 방법이 인간의

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 (b) 인체 내(구강내, 비강내(外鼻孔 수술방법에 포함되는지
의 수술방법에 해당한다.

內), 외이도내(外耳道內)는 제외)에서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
장치(카테텔, 내시경 등)을 사용하는 결하고 있다.
방법(장치를 삽입하거나 이동시키거나
유지하거나 조작하거나 꺼집어내는 방
법 등이 포함됨).
(c) 수술을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수
술을 위한 마취방법, 주사부위의 소독
방법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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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는 미용,
정형을 위한 수술방법과 같이 치료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포
②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함된다.
(2)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경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경 은 개정 심사기준에서
우가 포함된다.

우가 포함된다.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

(i) 병상 경감 및 억제를 위하여 환자 (a) 병상의 경감 및 억제를 위하여 환 다. 다만, (d) 치료를
에게 투약, 주사 또는 물리요법 등의 자에게 투약, 물리요법 등의 수단을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수단을 행하는 방법

행하는 방법

에 관한 예를 다르게

(ii) 인공장기, 의수 등의 대체기구를 (b) 인공장기, 의수 등의 대체기구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부착하는 방법

부착하는 방법

(iii) 병상의 예방방법(예: 충치의 예 (c) 병상의 예방방법(예: 충치의 예방
방방법, 감기의 예방방법)

방법, 감기의 예방방법)

또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 또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
치하는 방법(예: 마사지방법, 지압방 치하는 방법(예: 마사지방법, 지압방
법)도 병상의 예방방법으로서 취급한 법)도 병상의 예방방법으로서 취급한
다.

다.

(iv)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예: 주사부위의 소독방법), 치료의 (d)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예:
효과를 올리기 위한 보조적 처치방법 전기치료를 위한 전극의 배치방법),
(예: 기능회복훈련방법) 또는 간호를 치료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보조적 처
위한 처치방법(예: 욕창 방지방법)

치방법(예:

기능회복훈련방법)

또는

간호를 위한 처치방법(예: 욕창 방지
방법)
③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3)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병상 발견,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은 의료목적으 은 개정 전 보다 오히
건강상태 인식 등의 의료목적으로, 인 로, 인간의 병상이나 건강상태 등의 려 간단히 기재하고 있
간 신체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계 신체 상태 또는 정신상태에 관하여, 다.
측하는 등으로 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또는 여기에 기인하는 처방이나 치료 특히 인간을 진단하는
하는 방법, 및 인간의 병상 등에 대하 ⋅수술계획에 관하여 판단하는 공정을 방법의 예를 아주 간단
여 판단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포함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게 기재하고 있을 뿐

이하의 경우에는 인간을 진단하는 방 [예] MRI 검사에서 얻은 화상을 보고 이다. 대신 별도로 [2.
법에 포함된다.

뇌경색인지 판단하는 방법.

1.1.2 「인간을 수술,

(i) 병상 발견, 건강상태 인식 등의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치료목적으로 인간의 내부 또는 외부

법」에 해당하지 않는

의 상태, 또는 인간의 각 기관의 형상

경우]를 신설하여 독자

또는 크기를 계측하는 방법

가 인간을 수술, 치료

[예1] X선에 의해 인간의 내부기관이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

속하는지 여부를 쉽게

[예2] 피부의 짓무름 정도의 측정방법

판단할 수 있도록 한

(ii) 인간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점에 의미를 둘 수 있

계측하기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다.

[예] 심전도를 위한 전극의 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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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상 발견, 건강상태의 인식 등
의 치료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계측하기 위
한 방법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1] 미용(수술에 의한 경우 제외)을
위해 인간의 피부를 측정하는 방법
[예2] 옷을 만들기 위해 인간 체격을
계측하는 방법
[예3] 반지를 만들기 위해 인간의 손
가락을 계측하는 방법
(주) 의료기구의 작동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신규추가)

2.1.1.2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 이번 개정 심사기준에
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는 2.1.1.2 를 신설
의 유형

하여 그동안 의료발명

(3) 인체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과 관련하여 이 발명이
계측하는 등 인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인간을

수술,

치료

수집하기 위한 다음의 방법은 의료목 또는 진단하는 방법」
적으로, 인간의 병상이나 건강상태 등 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
신체 상태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하여 한 논란이 있는 내용들
또는 이에 입각하여 처방이나 치료⋅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술계획에 관하여 판단하는 공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 를 가진다.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인체로부터 유래된 시료 또는 데
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인체로부터 수
집된 시료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
준과 비교하는 등 분석하는 방법.
[예1] 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해 면봉에
의한 구강점막 채취방법
[예2] 흉부에 X선을 조사하여 폐를 촬
영하는 방법
[예3] 이식(耳式) 전자체온계를 외이
도(外耳道)에 삽입하여 체온을 측정하
는 방법
[예4] 채취한 소변에 시험지를 침적하
고 정색(呈色)한 시험지의 색과 색조
표를 비교하여 요당의 양을 판정하는
방법
[에5] 피험자에게 유래하는 X 유전자
의 염기배열의 n번째에 있어서 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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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결정하고 당해 염기의 종류가
A인 경우에는 치료받기 쉽고, G인 경
우에는 치료받기 어렵다고 하는 기준
과 비교하여 피험자의 고혈압증에 대
한 진찰 용이도를 측정하는 방법.
(b) 인간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
[예6] 신체의 표면에 도포하는 초음파
검사용 젤의 도포 얼룩 방지방법
다만,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 해당하
는 공정, 또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에 해당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은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 또는 인간을 치
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2.1 (1)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 2.1.1.3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 이번 의료발명의 개정
하는 방법

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심사기준에서 가장 핵

...

...

심적인 개정 내용 중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 하나이다.

특히

개정

하여 의약품(예: 혈액제제, 왁찐, 유 와 동일인에게 치료 목적으로 되돌려 심사기준 2.1.1.3 (3)
전자재조합제제)

또는

의료재료(예: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 에 의하면 인간유도만

인공뼈, 배양피부시트등 신체의 각 부 이더라도 다음은 「인간을 수술, 치료 능줄기세포(인간
분을 위한 인공적 대용품 또는 대체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 세포)의
물)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으로 는다.

법적

iPS
보호에

관하여 기재한 것이다.

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 (1)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 예컨대,

생체

외에서

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 로 하여 의약품(예: 혈액제제, 왁찐,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
리하는 방법이더라도 「인간을 수술, 유전자재조합제제, 세포의약)을 제조 포를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 하기 위한 방법.
지 않는다.

신경줄기세포로

분화 유도, 분리 정제

(2)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 하는 방법 및 이를 분
로 하는 의료재료(예: 인공뼈, 배양피 석하는 방법은 「인간
부시트 등 신체의 각 부분을 위한 인 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공적 대용품 또는 대체물)을 제조하기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
위한 방법

또는 의료재료의 중간

(3)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 단계의 생산물을 제조
로 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의 중간 하기 위한 방법」에 해
단계의 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당하기 때문에 채취한
(예: 세포의 분화유도방법, 세포의 분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
리⋅정제방법).

인에게 치료를 목적으

(4)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 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
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 또는 의료재 제로 하는 처리방법일
료, 또는 그의 중간단계의 생산물을 지라도 「인간을 수술,
분석하기 위한 방법.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는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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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의의

본 장에서는 의약발명에 관한 출원을 본 장에서는 의약발명에 관한 출원을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
심사하는 경우에 특유한 판단⋅취급이 심사하는 경우에 특유한 판단⋅취급이 기준에서는 우선 「의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약발명」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점

여기에서 말하는 의약발명이란 「제II 여기에서 말하는 의약발명이란 어떤 에 의의를 가진다.
부 제2장 신규성⋅진보성 1.5.2(2)」 물의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근거하여
에서 정의된 요도발명 중에서 의약분 당해 물의 새로운 의약용도를 제공하
야에 속하는 「물의 발명」을 의미한 려고 하는 「물의 발명」을 의미한다.
다.

(주1) 「물」이란 유효성분으로서 사
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화합물, 세포,
조직 및 천연물로부터의 추출물과 같
이 화학구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화
학물질, 및 이들을 조합시킨 것이 포
함된다. 이하 당해 물질을 「화합물
등」이라고 한다.
(주2) 「의약용도」란 (i) 특정한 질
병에의 적용, 또는 (ii) 투여시간⋅투
여수순⋅투여량⋅투여부위 등의 용법
또는 용량(이하 「용법 또는 용량」이
라 함)이 특정된, 특정 질병에의 적용
을 의미한다.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
건, 특허요건 중에서 본장에서 설명하
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I부
내지 제II부 참조.

1.1.1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

1.1.1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

개정

심사기준

....

....

에서는 거의 변경된 내

제36조 제6항 제1호 위반의 유형 중에 제36조 제6항 제1호를 위반한 사례로 용이 없음.
서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청구 서 다음을 열거할 수 있다.
항의 의약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확장 내지 (1) 청구항에 성분 A를 유효성분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예 함유하는 제토제가 특허청구되어 있지
로서 다음을 열거할 수 있다.

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성분 A가

(1) 청구항에 성분 A를 유효성분으로 제토 작용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는 약
서 함유하는 제토제가 특허청구되어 리시험방법이나 약리 데이터 등에 관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성분 한 기재가 없으며, 게다가 성분 A가
A가 제토작용을 가지는 것을 입증하는 제토제로서 유효하다는 사실이 출원시
약리시험방법, 약리데이터 등에 관한 의 기술 수준으로부터 추인할 수 없는
기재가 없고, 또한 성분 A가 제토제로 경우.
서 유효한 것이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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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로부터 추인할 수 없는 경우

(2) 청구항에는 소망하는 성질에 의해

(2) 청구항에는 소망하는 성질에 의해 정의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정의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한 용도의 치료제로서 포괄적으로
특정한 용도의 치료제로서 포괄적으로 특허청구되고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특허청구되고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
설명에는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 주 하찮은 구체적인 화합물에 관해서
주 하찮은 구체적인 화합물에 관해서 만 특정 용도의 치료제로서의 유용성
만 특정 용도의 치료제로서의 유용성 이 확인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를
이 확인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항에 포함되는 화합물
초과하여 청구항에 포함되는 화합물 일반에 관하여 그의 치료제로서의 유
일반에 관하여 그의 치료제로서의 유 용성을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성을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보아 당업자가 알 수 없는 경우.
보아 당업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참고:

東京高判平15.12.26

(行ヶ)

104)

(平成15
(참고:

東京高判平15.12.26

(行ヶ)

104),

(平成15

知財高判平19.3.1 (平

成17(行ヶ) 10818))
1.1.2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1.1.2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개정 심사기준 1.1.2에

...

...

서는 예시한 내용 중에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으로서 다음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으로서 다음 서 [예 4]에 ‘보조성분
과 같이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과 같이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G'라는 표현이 삭제하

예 1: 유효성분 A를 함유하는 것을 특 예 1: 유효성분 A를 함유하는 것을 특 여 불명확한 표현을 명
징으로 하는 질병 Z 치료제.

징으로 하는 질병 Z 치료제.

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예 2: 유효성분 B를 함유하는 것을 특 예 2: 유효성분 B를 함유하는 것을 특 의의를 가진다.
징으로 하는 질병 Y 치료용 조성물.

징으로 하는 질병 Y 치료용 조성물.

예 3: 유효성분 C와 유효성분 D를 조 예 3: 유효성분 C와 유효성분 D를 조
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W 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W
치료약.

치료약.

예 4: 유효성분 E로 구성된 주사제, 예 4: 유효성분 E를 함유하는 주사제,
유효성분 F로 이루어진 경구제 및 보 및 유효성분 F를 함유하는 경구제로
조성분 G로 이루어진 질병 V 치료용 이루어진 질병 V 치료용 키트.
키트.
1.2.1 실시가능요건

1.2.1 실시가능요건

개정 심사기준 1.2.1.

...

...

에서는 불명확한 표현

의약발명은 일반적으로 물의 구조나 의약발명은 일반적으로 물의 구조나 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명칭으로부터 그의 물을 어떻게 만들 명칭으로부터 그의 물을 어떻게 만들 도록 명확하게 한 점에
고, 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 고, 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 의의를 가진다.
는 것이 비교적 곤란한 기술 분야에 는 것이 비교적 곤란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당업자가 그 속하는 발명이기 때문에, 당업자가 그
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통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출
상 1개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가 필 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요하다. 그리고 의약용도를 입증하는 화합물 등을 제조하거나 취득할 수 있
실시예로서 통상 약리시험결과의 기재 고, 또한 그의 화합물 등을 의약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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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된다. 이하 약리작용을 입증하 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데 충분한 약리시험결과의 기재에 는, 통상 1개 이상의 대표적인 실시예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약용도를 입증
하는 실시예로서 통상 약리시험결과의
기재가 요구된다. 이하 약리작용을 입
증하는데 충분한 약리시험결과의 기재
에 관하여 구체적인 운용예를 살펴본
다.

2.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2.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이기 때문에

개정 심사기준 2.1에서
는

구

심사기준에서

인간에의 투여, 도포라고 하는 적용을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이기 때문에 “투여간격, 투여량 등
예정한 것일지라도 「인간을 수술, 치 인간에의 투여, 도포라고 하는 적용을 치료의 태양으로”란 표
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예정한 것일지라도 「인간을 수술, 치 현을 “용법 또는 용량”
않으며, 따라서「산업상 이용할 수 있 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으로 바꿈으로써 의약
는 발명」에 해당한다. 또한 2 이상의 않으며, 따라서「산업상 이용할 수 있 발명의 범위를 보다 폭
의약을 조합하거나 투여간격⋅투여량 는 발명」에 해당한다. 또한 2 이상의 넓게 한 표현으로 한
등 치료의 태양으로 특정하려고 하는 의약을 조합하거나 용법 또는 용량으 점이 의미가 있다.
의약발명도 「물의 발명」이기 때문에 로 특정하려고 하는 의약발명도 「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의 발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취
급한다.

2.2.1 의약발명에 관한 신규성 판단의 2.2.1 의약발명에 관한 신규성 판단의 개정
기본적 사고방식

기본적 사고방식

심사기준에서는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의약발명은 1개의 화합물 또는 화합물 의약발명은 어떤 화합물 등의 미지의 의약발명을 간단 명료
군(복수의 화합물의 조합을 포함(주)) 속성의 발견에 입각하여 당해 화합물 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에 특정한 약리작용이라는 속성을 발 등의 새로운 의약용도를 제공하려고 또한

의약발명이

물

견하고, 그의 속성으로 특정 질병에 하는 「물의 발명」으로, 의약발명의 (物)의 발명임을 해석
적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용도를 발견 신규성은 (i)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이 아니라 정의(定義)
한 것에 기인하는 「물의 발명」으로 화합물 등, 및 (ii) 그의 속성에 기인 를 통해 명확하게 하고
해석된다. 따라서 의약발명에 관한 신 하는 의약용도라고 하는 2가지 관점에 있다.
규성은 특정의 속성을 가지는 1개의 서 판단한다.
화합물 또는 화합물군, 및 그의 속성 (東京地判平4.10.23 (平成2(行ウ)1290
에 기인하여 특정 질병에 적용하는 의 4)
약용도라고 하는 2가지 관점에서 판단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2 이상의 의약성분
을 조합시킨 의약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이다.
東京地判平4.10.23

(平成2(行ウ)1290

4),
東京高判平12.7.13 (平成10(行ヶ)

30

8),
東京高判平12.2.10 (平成10(行ヶ)

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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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高判平13.4.25 (平成10(行ヶ)

40

1).
(주) 천연물로부터 추출물질과 같이
화학구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화학
물질(군)에 관하여는 「1개의 화합물
또는 화합물군」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다.
2.2.1.1 신규성 판단 수법

2.2.1.1 신규성 판단 수법

개정 심사기준 2.2.1.1

(1)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인정

(1)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인정

에서는 청구항의 발명

「제II부 제2장 1.5.2(2) 물의 용도를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은 청구항의 기 을 청구항 기재에 의해
이용하여 그의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재에 기인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명 인정함을 명확하게 기
기재(용도한정)가 있는 경우」와 마찬 세서와 도면의 기재 및 출원시의 기술 재하였다.
가지로 행한다.

수준을 고려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 이외에도 구 심사기준
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용어)의 의 에서 불명확하게 기재
의를 해석한다(제II부 제2장 1.5.1 참 된 부분을 명확하게 하
조)

였다.

(2) 제29조 제1항 각호에 게재된 발명 (2)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
으로서 인용하는 발명(인용발명)의 인 의약발명은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화
정

합물 등, 및 그의 속성에 기인한 의약

의약발명은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1개 용도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간행물에
의 화합물 또는 화합물군, 및 그의 속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성에 기인하여 특정한 질병에 적용한 위해서는 당해 화합물 및 의약용도 모
다고 하는 의약용도로부터 구성되기 두가 기재되어 있을(기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간행물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에 준하는) 필요가 있다.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화합
물 및 의약용도 모두가 기재되어 있을
(기재되어 있는 것에 준하는)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업자가 당해 간행물의 기재 당업자가 당해 간행물의 기재 및 출원
및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의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의약발명에
약발명에 관한 1개의 화합물 또는 화 관한 화합물 등을 제조하거나 취득할
합물군을

당업자가

만들고(용이하게 수 있는 것이 명확하여 당해 간행물에

입수할 수 있는 것도 포함), 기술적으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간
로 의미있는 의약용도가 명확하여 당 행물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할 수 없다.
에는 그의 발명을 「인용발명」이라고 또한 당업자가 당해 간행물의 기재 및
할 수 없다(제II부 제2장 1.5.3(3)②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그의
참조). 또한 예컨대, 당해 간행물에 화합물 등을 의약용도에 사용할 수 있
어떠한 입증할 사항도 없이 의약용도 음이 명확하여 당해 간행물에 기재되
가 단순히 다수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간행물에
는,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의약용도가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
명확하여 당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 다(제II부 제2장 1.5.3(3)② 참조).
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해 발명 예컨대, 당해 간행물에 어떠한 입증할
을 인용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사항도 없이 의약용도가 단순히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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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업자가 그의
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의약발명」의 화합물 등을 의약용도에 사용할 수 있
취급에 관하여는 제II부 제5장 참조. 음이 명확한 것으로 당해 간행물에 기
(주2) 본 장에서 「공연히 알려진 의 재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당해
약발명」,

「공연히

실시된

의약발 간행물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명」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 것으로 할 수 없다.
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의약발명」의
취급에 관하여는 「간행물에 기재된
의약발명」과 마찬가지로 다룬다.
(3) 신규성 판단

(3) 신규성 판단

개정

심사기준에서

“

...

...

(3) 신규성 판단”에서

(3-2) 특정 질병에 적용이라고 하는 (3-2) 특정 속성에 기인하는 의약용도 도 불명확한 기재를 명
의약용도에 관하여

에 관하여 (3-2-1) 특정 질환에의 적 확하게 하고, 전체 내

...

용

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

(d)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가 (d)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가 였다.
인용발명의 의약용도를 새롭게 발견한 인용발명의 의약용도를 새롭게 발견한
작용기작으로 표현한데 불과한 경우에 작용기작으로 표현한데 불과한 것이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 고, 양 의약용도가 실질적으로 구별될
다.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예]

[예]

(인용발명) 항균제 → (본원 의약발

(인용발명) 항균제 → (본원 의약발 명) 세균세포막 형성저지제
명) 세균세포막 형성저지제
(주)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의약용도는
인용발명의 의약용도의 작용기작의 발
견에 상당하고, 의약용도로 본 경우에
는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3) 신규성의 판단

(3) 신규성의 판단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

...

...

면, 의약발명의 대상인

(3-3) 투여간격⋅투여량 등 치료 태양 (3-2-2) 용법 또는 용량이 특정된 특 화합물의 구성 및 적용
에 관하여

정 질병에의 적용

하려는 질병에 차이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이 투여간격⋅투여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화합물 등과 인 없을지라도, 이 화합물
량 등의 치료의 태양에 의해 특정하려 용발명의 화합물 등이 다르지 않고, 의 속성에 기인하여 특
고 하는 의약발명으로, 청구항의 발명 적용하는 질병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정 용법 또는 용량으로
과 공지의 인용발명이 투여간격⋅투여 경우이더라도 청구항의 의약발명과 인 질병에 사용되는데 차
량 등의 치료의 태양에 있어서 서로 용발명이 그의 화합물 등의 속성에 기 이를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하기(a) 또는 (b)와 같 인하여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 신규성을

인정하도록

이 1개의 화합물 또는 화합물군의 속 정 질환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약용도 하고 있다.
성에 기인하는 특정 질병에 적용하려 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규성을 판단함
고 하는 의약용도가 서로 다름이 인정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 에 있어서 ‘치료 태양’
되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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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구체적이지

신규성을 가질 수 있다.

만 약간 이해하기 어렵

(a) 상기와 같은 치료의 태양에 의해

게 기재되어 있던 구

특정하려고 하는 청구항의 의약발명

심사기준을 쉽게 이해

이, 예컨대, 특수한 유전자형을 보유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환자에게 특히 유효한 것임이 명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확하고,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대상 환

가진다.

자군이 인용발명에 있어서 특히 특정
되지 않았던 대상 환자군과 다름이 명
확하게 됨으로써 양자의 대상 환자군
을 당업자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경우
(b) 상기와 같은 치료의 태양에 의해
특정하려고 하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에
있어서 인용발명과 다른, 특히 적절한
적용부위가 발견된 경우와 같이, 청구
항의 의약발명의 적용범위와 인용발명
의 적용범위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구
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경우.
또한, 투여간격⋅투여량 등의 치료의
태양에서 특정하려고 하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에 있어서 이와 같은 치료의
태양이 제형에 반영됨으로써 청구항의
발명과 공지의 인용발명과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항의 발명은 신
규성을 가질 수 있다(東京高判平13.3.
28 (平成12(行ヶ)

294)).

또한 청구항의 의약발명이 투여간격⋅
투여량 등이 특정된 「~치료용 키트」
등이라고 한 점에서, 인용발명과 당업
자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청구항의 의약발명은 신규성을 가
질 수 있다.

2.3.1. 의약발명의 진보성에 관하여

2.3.1. 의약발명의 진보성에 관하여

의약발명의 진보성의 판단에 관하여는 (1)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인정

의약발명의 진보성 역
시 신규성 판단과 형평

「제II부 제2장2. 진보성」과 마찬가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은 2.2.2(1)과 성을 위해 청구항의 의
지로 행한다.

마찬가지로 행한다.

약발명,

(2)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

기재된 발명을 인정하

및

간행물에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은 2.2.2 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2)와 마찬가지로 행한다.
(3) 진보성의 판단
의약발명의 진보성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II부 제2장2. 진보성」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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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행한다.
2.3.1.1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 2.3.1.1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 이번 개정 심사기준에
의 구체적인 운용예

의 구체적인 운용예

서는 인용발명에 비해

...

...

당해 의약발명이 현저

(2) 2 이상의 의약성분을 조합시킨 의 (2) 2 이상의 의약성분을 조합시킨 의 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
약

약

우에 진보성을 인정하

약효 증대, 부작용 경감 등 당업자에 약효 증대, 부작용 경감 등 당업자에 도록 하였고, 또한 2
게 잘 알려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게 잘 알려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상의 의약을 배합시
2 이상의 의약성분의 조합을 최적화한 2 이상의 의약성분의 조합을 최적화한 킨 의약의 경우에 「∼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 치료용 배합제」, 「∼
휘이고, 청구항의 의약발명과 인용발 휘이고, 청구항의 의약발명과 인용발 치료용 조성물」, 「조
명의 차이점이 이러한 점에만 있는 경 명의 차이점이 이러한 점에만 있는 경 합시킨 것을 특징으로
우에는 통상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 우에는 통상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 하는

∼치료약」등은

보성은 부정된다.

보성은 부정된다.

진보성 판단에 서로 차

예컨대, 당해 조합이

예컨대, 당해 조합이

이가 없음을 명확하게

① 주작용이 동일한 공지된 성분끼리 (a) 주작용이 동일한 공지된 성분끼리 하였다. 따라서 의약발
의 조합,

의 조합,

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② 공지된 주성분의 효능에 관련된 문 (b) 공지된 주성분의 효능에 관련된 에 서로 다른 표현을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지된 부성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지된 부성분 통해 기재하더라도 진
의 조합(예컨대, 부작용을 가지는 것 과의 조합(예컨대, 부작용을 가지는 보성 판단에는 본질적
이 공지된 주성분과, 그의 부작용을 것이 공지된 주성분과, 그의 부작용을 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약화시킬 수 있는 공지된 부성분과의 약화시킬 수 있는 공지된 부성분과의 에 의의가 있다.
조합),

조합),

③ 주 질병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c) 주 질병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의 각각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가 증상의 각각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가
지는 공지 성분의 조합

지는 공지 성분의 조합

등의 경우에는 인용발명에 입각하여 등의 경우에는 인용발명에 입각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을 용이하 당업자가 청구항의 의약발명을 용이하
게 얻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알 수 게 얻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통상 청구항의 의약 있는 경우가 많아 통상 청구항의 의약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현저한 효
과를 가지는 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긍정된다.
2 이상의 의약성분을 조합시킨 의약은

한편, 2 이상의 의약성분의 조합으로 「∼치료용 배합제」, 「∼치료용 조
특정된 청구항의 의약발명에 있어서는 성물」, 「조합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
당해 조합이 신규하고, 2 이상의 1개 는 ∼치료약」 등으로서 특허청구되는
의 화합물 또는 화합물군의 조합에 의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
해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청 에도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구항의 의약발명은 진보성을 가질 수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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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투여간격⋅투여량 등의 치료의 태 (4)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 개정 심사기준에서 진
양에 의해 특정하려고 하는 의약

한 질병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약용도 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에 특징을 가지는 의약

특정한 대상 환자군, 또는 특정한 적

신규성 판단에서와 마
찬가지로,

투여간격이

용범위에 대하여 약효 증대, 부작용 특정한 질병에 대하여 약효 증대, 부 나 투여량 등의 태양
저감이라고 한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작용 경감, 복용약 컴플라이언스의 향 보다는 ‘용법 또는 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약의 사용 상이라고 하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량’이라는 용어로 대체
태양(투여간격⋅투여량 등)을 최적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법 또는 용 함으로써 의료발명 분
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 량을 최적화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 야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 발휘이다. 따라서 청구항의 의약발 의 창작능력의 발휘이다. 따라서 청구 의약발명의 범위를 적
명에 있어서 인용발명과의 비교로 신 항의 의약발명과 인용발명에 있어서 용하도록

하였다.

또

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용발명과 적용하는 질병이 차이가 없지만 용법 한, 용법 또는 용량에
비교하여 유리한 효과가 기술수준으로 또는 용량이 다르고,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어 신규성이
부터 예측된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효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된 인정되더라도 효과 측
과 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다 하더라도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 면에서 당업자 수준에
에는 이 발명의 진보성은 긍정된다.

리한 효과가 당업자의 예측 범위 내에 서 유리한 효과가 발생
있는 경우에는 통상 진보성은 부정된 하면 진보성이 부인됨
다.

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유리한 의미를 가진다.
효과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현저한 효
과를 가지는 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긍정된다.

2.4 특허법 제29조의2

2.4 특허법 제29조의2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2.4.1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2.4.1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의약발명의 경우에 특
의2의 적용에 관하여

의2의 적용에 관하여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29조의2의 (1)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특정

허법 제29조의2[확대된
선원지위]를

적용함에

적용 판단에 관하여는 「제II부 제3장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은 2.2.2(1)과 있어서 청구항의 의약
특허법 제29조의2」와 동일하게 취급 동일하게 취급한다.
한다.

발명을 특정할 것과 타

(2) 타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
된 발명의 인정

에 기재된 발명일 것을

타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명확히 하였다.
발명의 인정은 2.2.2(2)와 동일하게 이외에 2.4.2에서 특허
취급한다.

법 제29조의2의 운용예

(3) 특허법 제29조의 2의 판단

에서는 상술한 내용과

특허법 제29조의2의 판단에 관하여는 의 정합성을 위하여 표
「제II부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2」와 현을 정리하였다.
동일하게 취급한다.
2.4.1.1.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2
9조의2 판단의 구체적인 운용예

2.4.2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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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의약발명이 선원명세서에 기 의 2 판단의 구체적인 운용예
재되어 있는 의약발명과 제형(劑型)의 청구항의 의약발명이 타 출원의 최초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등, 그의 차이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발명
점이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에 있어서 경미한 차이(주지기술, 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있
용기술의 부가, 삭제, 전환 등으로 새 어서 경미한 차이(주지기술, 관용기술
로운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인 경 의 부가, 삭제, 전환 등으로 새로운
우에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인 경우에
판단된다.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된
다.

2.5 특허법 제39조

2.5 특허법 제39조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2.5.1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조 2.5.1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조 특허법 제39조[선원]을
의 적용에 관하여

의 적용에 관하여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조의 적 (1)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인정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성의 판단방법과 같이

용의 판단에 있어서는 「제II부 제4장 청구항의 발명의 인정은 2.2.2(1)과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특허법 제39조」와 동일하게 취급한 동일하게 취급한다.

인정을 취급하도록 명

다.

시하였다.

(2) 특허법 제39조의 판단

특허법 제39조의 적용의 판단에 있어 이외에는 개정된 내용
서는 「제II부 제4장 특허법 제39조」 이 없다.
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2.5.1.1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 2.5.1.1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 제39
조 판단의 구체적인 운용예

조 판단의 구체적인 운용예

상위개념인 선원발명과 하위개념인 후 상위개념인 선원발명과 하위개념인 후
원발명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 후원발 원발명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 후원발
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이 선원명세서에 개시되어 정하는 사항이 선원명세서에 개시되어
있고, 상위개념인 선원발명이 당해 개 있고, 상위개념인 선원발명이 당해 개
시된 사항의 범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된 사항의 범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에 후원발명은 선원발명과 동일하다. 에 후원발명은 선원발명과 동일하다.
동일 날짜에 출원된 2 이상의 출원의 동일 날짜에 출원된 2 이상의 출원의
각각의 청구항의 발명이 동일한지 여 각각의 청구항의 발명이 동일한지 여
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3. 사례

3. 사례

개정

사례의 이용 상 유의점

사례의 이용 상 유의점

의약발명의 심사에 관

(1) 본 사례는 의약발명의 심사에 관

심사기준에서는

본 사례는 의약발명의 심사에 관한 한 운용예와 관련하여,

한 운용을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 운용을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각 사례에서 검토되고
이다. 따라서 사례에 있어서 특허청구 다. 따라서 사례에 있어서 특허청구의 있는 경우 이외에도 거
의 범위 등의 기재는 의약발명의 설명 범위 등의 기재는 의약발명의 설명을 절이유가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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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략화하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략화하는 등 음을 명시하고 있다.
등의 수정이 가해지고, 반드시 모범적 의 수정이 가해지고, 반드시 모범적인
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야 한다.

또한 각 사례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외

(2) 각 사례에 있어서 해설은 각 청구 의 거절이유(예컨대, 명세서 및 특허
항의 발명이 원칙적으로 명세서 및 특 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 등)이 없음을
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시킨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
것으로 가정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해야 한다.
의 요건에 관하여만 행한다.

[사례 1]

(삭제)

[사례 2] 유효성분의 조합에 의해 현 [사례 7] 유효성분의 조합에 의해 현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례를 예시함에 있어

특허청구의 범위

특허청구의 범위

서 구 심사기준에 비해

[청구항 1]

[청구항 1]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함유하는 당뇨
병 치료용 조성물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중량비 5:1 하고 있다. 이는 ‘예
~ 4:1의 비율로 함유하는 당뇨병 치료 시’란 의미가 출원인이
용 조성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서는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위하여 예시를 중량비

본 발명에서는 화합물 A와 화합물 B 도

포함하거나,

또는

조합시켜 사용함으로써 종래 화합물 A 를 일정한 비율로 조합시켜 사용함으 [해설]에서 표현을 보
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로써 종래 화합물 A를 단독으로 사용 다 정확하게 하는 등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낮추는 것을 한 경우에 발생한, 체중증가 등의 부 구 심사기준보다 더 명
발견하였다.
실시예에 있어서 부작용이 낮아지는

작용을 낮추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시예에 있어서 화합물 A와 화합물

것을 보이는 약리시험결과가 기재되어 B를 일정한 비율로 조합시켜 사용하는
있다.

경우에 부작용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
내는 약리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선행기술조사의 결과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각각 당뇨병

선행기술조사의 결과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각각 당뇨병

치료약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공지되어 치료약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지만,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조합 있지만,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조합
시켜 사용한 당뇨병 치료용 의약조성 시켜 사용한 당뇨병 치료용 의약조성
물은 어떠한 선행기술문헌에도 기재되 물은 어떠한 선행기술문헌에도 기재되
어 있지 않다. 또한 출원 시의 기술수 어 있지 않다. 또한 출원 시의 기술수
준으로부터는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준으로부터는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조합시켜 사용함으로써 체중증가 등의 일정한 비율로 조합시켜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낮아지는 것은 예측할 수 없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 낮아지는 것
다.

은 예측할 수 없다.

거절이유의 개요

거절이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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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게 기재하고 있다.

없음.

없음.

[해설]

[해설]

약리시험결과 등에 의해 화합물 A와 약리시험결과 등에 의해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조합시켜 사용함으로써 출 화합물 B를 일정한 비율로 조합시켜
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사용함으로써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범위를 초과한 부작용을 낮추는 효과 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한 부작용
가 나타난 경우에는 진보성을 가진다. 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에 청구항 1에 관련된 발명은 진보성
을 가진다.
[사례 3] (번호의 변경)

[사례 8]

[사례 4] (번호의 변경)

[사례 9]

[사례 5] (번호의 변경)

[사례 10]

[사례 6] (번호의 변경)

[사례 11]

[사례 7] (번호의 변경)

[사례 1]

[사례 8]

(삭제)

[참고 사례 1]

(삭제)

[참고 사례 2]

(삭제)

(신규 추가)

[사례 2][사례 3][사례 4][사례 5][사례 6]

마. 개정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1) 서
2009년 8월 6일부터 동년 9월 5일까지 1개월동안 일본 특허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심사기준(안) 및 「의약발명」의 개정심사기준(안)에 관한 의견을 하였다. 이
에 대하여 총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최종판을 작성하여
2009년 11월 1일 이후에 심사될 출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하 제출된 의견에 대하
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 대한 의견
(가) 오사카 의약품협회 지적재산연구회의 의견
① 신규성의 판단 수법
개정 전의 심사기준 2.2.1(2)에서는 (주1)과 (주2)로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의약발명」의 취급 및 「공연히 알려진 의약발명」 등의 취급에 관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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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재는 이번 개정 심사기준(안)에서 삭제되도록 되어 있지만,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
문에 개정 전의 (주1) 및 (주2)를 남겨 두는 것이 요망됩니다.

② [사례 6]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1째줄 및 5째줄의 「1일 3회 투여」는 전후 관계에 의해 「1
일 3회 경구투여」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 요망됩니다.

③ [사례 7] 유효성분의 조합에 의해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본 사례는 개정 전의 심사기준에 있어서 [사례 2]를 기본으로 한 것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당해 청구항 1에 있어서 「중량비 5:1 ~ 4;1의 비율로」의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일정한 비율을 청구항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
여 종래와 다른 운용이 행해질 오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존의 기재로 할
것을 요망합니다. (“일정한 비율로”란 표현 삭제)

④ 병용(倂用)에 관하여
개정안에서는 「병용」이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는 의약용도로
서 특허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복수의 의약을 병용하는 경우의
단제(單劑)에 관한 발명(예: A제와의 병용 요법을 위한, 화합물 B를 함유하는 당뇨병 치료
약)에 관하여 화합물 B를 당뇨병 치료약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더라도 A 제와의
병용이 신규한 경우 「병용」에 관한 당해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기되어 있
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
는 의약용도에 차이가 있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명에 신규성이 인정되는 취지를
명기하고, 사례를 추가할 것이 요망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이
번 개정의 근거인 「첨단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의 존재에 관하여」 19면의 기재 등의
취지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⑤ 개정 전의 심사기준에 있어서 [사례 8], [참고사례 1], [참고사례 2]
이들 사례에 관하여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고 있지만, 삭제된 이유에 관한 설명과
함께 개정안에 그 삭제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나) NPO 법인 제네릭스 의약품협의회
용법⋅용량의 특허화를 구체화하는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은 국민위생 향상을 위해 널리
보급되어야 할 의약품의 용법 용량에 대하여 과도한 독점을 주는 것이고, 고령화 사회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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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여 점점 제한되어 가는 의료 재원을 특허권자라고 하는 특정인에게 환원시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의 요청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견서의 골자는 용법 용량의 특허
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심사기준의 찬동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의약품의 경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확인되는 부작용은 당해 의약품을 투약시킨 환자
에게 발현하는 것을 처음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필
요한 투약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부작용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는 이러한
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거쳐 수지되는 데이터 종류입니다. 따라서 부
작용에 관한 데이터 종류 및 당해 데이터로부터 얻은 지식은 공공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며, 이 데이터 및 당해 데이터로부터 얻은 지식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
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법 용량의 특허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그의 부작용의 경감이 인정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지만, 이들은 부작용 데이터에 기인하여 얻어진 것이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하는 선발 의약품에 이번 심사기준 개정
에 수반하여 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낮은 용법 용량이 설정되고, 당해 용법 용량에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발 의약품만이 부작용이 적은 용법 용량으
로 이용될 수 있고, 제네릭 의약품은 부작용이 높은 용법 용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거쳐 데이터 수집에 협력한 환자에게 저렴하게 양질의 제네
릭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적절한 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
다.
어떤 발명에 특허가 인정되는 것은 산업정책상, 기술개량에 의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번영
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국민의 복지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용법 용량의 특허화는 이미 다양한 시책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발
의약품에 과분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작용의 경감을 독점시키는 경제적 이익을 위
하여 부작용 경감 기술의 진부를 요구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
으며, 본래 의약품 기업의 사회적 사명으로서 당연히 부작용의 경감 탐구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기준 개정이 실현하는 경우, 장래 의약에 화근을 남기는 것으로 판단하
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다) (사) 동경의약품 공업협회 지적재산연구회 특허정보부회
[의견(요망) 골자]
(1) 사례의 추가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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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법⋅용량에 특징을 가지는 의약품 제제의 발명」에 대한 F 타임 신설을 희망합니
다.

[이유 등]
(1) 이번 개정심사기준(안)에 있어서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의 발명에 관한
것이고, 어떠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하고
있어 출원인에게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공된 사례(예컨대, 사례 4)는 가상발
명(30~40 µg/kg: 3개월에 1회 투여)과 가상 선행발명(1 µg/kg: 매일 투여)과의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상술한 사례에 있어서 10 µg/kg : 1개월에 1회 투여의 경우
에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 경우, 가지지 않는 경우, 각각에 있어서 사례를 추가한다
면, 출원인에게 특허성 판단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 의견 모집의 취지 (개정 심사기준(안)에 대한 의견모집)로부터는 배제되는 의견
도 있겠지만, 관계부처에서 시비를 검토하여 「용법⋅용량에 특징을 가지는 의약품 제제의
발명」에 대응하는 F 클레임의 신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 클레임의 데마코드 4 CO76 (의약품 제제)에 있어서 관점 BB(적용 부
위), FF(목적, 기능) 등, 알맞은 경우에 「용법⋅용량에 특징을 가지는」의 항목을 신설하고,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당해 F 클레임을 부여하는 운용에 관하여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출
원인이 어떠한 출원을 기도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주(즉, 용법⋅용량에 특징을 가지는 의약
품 제제의 발명)의 선원에 관하여 우수한 효율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의 심사경위
를 참조함으로써 출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도 선
행기술조사의 경우에 효율 향상이 전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사) 동경의약품 공업협회 지적재산연구회 특허부회
(1) 의약발명 2.2.2 신규성의 판단방법이지만, 의약품의 병용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제(單劑)의 용법이 다른 발명으로서 이하의 클레임으로 출원한 경우, 단제인 의약 B의 질
환 X의 치료용도가 공지되더라도 약물 A와의 병용인 용법이 인용발명과 상위하다면 신규
성은 만족된 것이 아닐까요.
1. 약물 A와 병용하는 약물 B를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는 환자 X의 치료제
2. 약물 A와 병용하기 위한 약물 B를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는 환자 X의 치료제
3. 약물 A와 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약물 B를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는 환
자 X의 치료제
4. 약물 A와 병용되고, 약물 B를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는 환자 X의 치료제
5. 약물 A와 조합시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 B를 유효성분으로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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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환자 X의 치료제
6. 약물 B를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의약으로, 약몰 A와 조합시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자 X의 치료제
(2) 의료발명의 사례 4는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의 질병에 적용하는 것으로 현
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의 사례로서 기재되어 있지만, 3개월마다 1회 경구 투여하는 것에
의해, 천식의 증상이 장기에 걸쳐 경감되고, 또한 종전보다도 부작용 B의 발현률이 감소한
다고 하는, 현실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려운 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전략본부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의 제언에 있어서는 골조증 치료약(フォサマッ
ク)을 취하고, 1일 1회의 복용을 1주간 1회 복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작용도
낮추며 환자의 생활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 중요한 의약의 사례로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참고로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례로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없는지요?
너무 특허성의 장백이 높은 사례만으로는 특허화의 예측을 할 수 없고, 실무에서 유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례는 어디까지나 사례이지만, 실제 심사에 있어서 다소간 영향이 미칠 것
임은 부정할 수 없고,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의약발명의 개정 전의 심사기준에서는 신규성의 판단 수법 (3) 신규성 판단 (3-3) (b)
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치료의 태양에 의해 특정하려고 하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에 있어
서 인용발명과 다른 특히 적합한 적용 부위가 발견된 경우와 같이,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적
용범위와 인용발명의 적용범위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가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의해 이러한 기재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의약발명의 사례 5에 있어서 용량으로서 「1회에 100~120 µg/kg 체중」, 적용부위로서
「인간의 뇌 안의 특정부위 Z」가 청구항에 특정되어 있지만, 해설을 읽는 한, 청구항의 발
명이 신규성을 가진 것은 용량에 의한 것인지, 적용부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의 조합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의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적용부위가 서로 다르면 신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례 5에서 용량의 기재「1회에 100~120 µg/kg 체중」을 삭제하는
것을 할 수 없을까요?

(마) (사) 일본화상의료 시스템 공업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심사기준(안)에 대한 의견모집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당 공업회의 의견을 제출하며 제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견의 내용은 이번
개정심사기준(안) 중 당 공업회에 관련이 깊은 「인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수술, 치료의 공정이나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증상 등을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개정으로 압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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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해야 할 점
2009년 5월 29일자 공표된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전문조사회 첨
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 의한 제언「첨단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의 방법에 대하여」에
서 기재된 「『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 데이터 수집방법의 발명』을 새롭게 특
허대상으로 하고, 특허대상이 되는 사례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기재하면서 심사기
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기와 같이 「인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수술이나 치료의 공정이나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증ㅅ아 등을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
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개정심사기준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측정⋅영상화기기의 기술 분야에 있어서 원리
적인 발명을 기기의 물리적인 구성에 한정시키지 않고 넓은 개념으로서 특허화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특허보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은 당 공업회로서는 평가할 수
있는 점입니다.
(1.1) 요망사항
(가)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을 포함하더라도 특허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
려운 점에 관하여
개정 심사기준(안) 본편 2.1.1.2(2) 제1단락에서는「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은「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
고, 이는 평성 17년(2005년) 개정 심사기준에서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2.1.1.2 (2) 제2단락에서는 제1단락과 대비한 형태로, 「의료기기의 작동방
법」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로서 「의사가 행하는 공정」과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공
정」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
하지 않는 분야, 즉 「의사가 행하는 공정」이나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정 심사
기준(안) 본편 기재의 잘못된 해석이지만,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해 버린 경우에는 사례 19-1
이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특허대상이 되는 사례로서 소개
되는 경우가 2.1.1.2.(2) 제2단락의 기재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서는 의사가 행하는 공정에 관하여 특허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논의되어 있는 한편,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하더라
도 특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이번 개정에서 「의료기기의 작동
방법」에 관한 2005년 개정 심사기준으로부터 가장 크게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제
사례 19-1은 그대로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안) 본편의 기재는 상
기와 같은 오해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알기 어려운 설명으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는 「의사가 행하는 공정」과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공정」에서는 사고방식이 서
로 다는 것에 병렬적으로 취급하고, 또한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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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특허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개정 심사기준(안) 본편에서 명확한 설명
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 심사기준(안)의 취지는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을 포함하더라도 의
료기기의 작동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발명 전체로서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는 어렵다, 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의사가 행하는 공정은 이를 포함하고 있을
뿐으로 특허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 것이고,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치료... 하는 방법」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의 유형으로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이들 2 종류의
공정을 병렬로 기재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방법은 동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할
뿐으로의 기재에서는 상기와 같은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일으
키지 않기 위하여 기준 본편에서 명쾌하게 명확한 설명의 추가를 원합니다.
(나) 특허청구의 범위의 구성요건으로 되지 않는 조형제 등의 제제 투여가 「인간을 치료
하는 방법」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관하여
개정 심사기준(안)의 사례 1-1에서는 조영제의 주입이 그의 공정 자체가 특허청구의 범위
의 구성요건으로 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외과적
처치」로 간주되고,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예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례 11-2에
서는 「의사가 행하는 공정도... 포함되지 않고.... 장치 자체에 구비된 기능이 방법으로서 표
현되어 있다.」라고 하여 특허대상이 되는 예로 됩니다. 또한 사례 21에서는 사례 11-1와
마찬가지로 약제의 투여행위가 구성요건으로 되지 않는(「방사성 약제를 투여한 피검체」)
가 「방사성 약제를 주입한 후, 곧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이 개시되기」 때문에, 「외과적 처
치」로는 간주되지 않고, 특허받을 수 있는 예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례 11-1과 사례
21에서는 함께 약제투여(촬영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치료효과는 없음)를 전제로 한 촬영방
법에 관한 설명이고, 약제투여공정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구성요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기재
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자의 조영제가 「촬영 중에 ... 주입된다.」고 하
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후자는 「주입하고, 4분동안 기다리고
나서.... 촬영을 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입니다.
조영제의 주입이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구분이 매우 곤란
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만일 촬영개시 1분 전에 조영제를 주입한다고
한 경우는 어떠할까?), 담당하는 심사관에 의한 불규칙하지 않는 운용이 확실한지 불안합니
다.
또한 사례 11-1에서 상세한 설명에 기재에 입각하여 구성요건으로 되지 않는 주입행위가
촬영 중에 행하여진다고 하는 이유에서 외과적 처치로 간주되어 버리게 된다면, 사례 11-2
와 같은 형식적으로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의 청구항이더라도 조영제 주입을 전제로 한 발
명임은 명확하기 때문에 외과적 처치를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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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11-1의 「설명」란의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촬영 중에 피험자의 동맥 도는
정맥으로부터 주입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의 실시 중에 조
영제를 혈관에 주입하는 외과적 처치가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가지는 사례 11-2에도 그대로 적합할 것입니다. 이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화
되면, 사례 11-1의 행위가 사례 11-2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고, 사례 11-2의 권
리는 실시단계에서는 무효이유를 포함한다, 고 하는 기묘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상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이 기재될 것을 바랍니다.
(다) 청구항의 기제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참작하여 판단되는 것이 알기 어렵
다는 점에 관하여
사례 18-1은 청구의 범위에는 기재가 없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제에 치료용과 촬
영용으로 관전류(管電流)⋅관전압을 바꾼다고 하는 기재에서는 치료공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허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례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일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가 완전
히 동일하고,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치료의 기재가 없이, 촬영용만으로 관전류⋅관전압의 전
환에 관한 발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특허대상이 될 것인가요? 만일 그와 같이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는 치료의 기재가 없지만 특허청구의 범위는 사례 18-1에서와 같이 특허받은 경
우에, 이러한 특허를 치료 장치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상기 사례 11-1이나 사례 21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
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도 참작하는 것을 심사기준 본편에 명기
하는 것을 바랍니다.

(바) (사)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개정심사기준검토위원회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가) 사례의 추가
2.1.1.2 (3) (a) (2면 중)의 예 5에 대응하는 사례로서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
는 사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유)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의 신체 상태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하여 판단(기기
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하는 공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의 기준에 관하여, 예 5의 방법이
「해당하지 않는」이유를 명료하게 하고 싶습니다. 즉 시험하는 방법에서 얻은 결과가 최종
적인 진단에 이용되더라도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해당하지 않는」이유인
지, 「고혈압에 걸리는 용이성 시험방법」은 통상인의 생활습관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리
스크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에 관한 판단에는 해
당하지 않는(환언하면, 이러한 시험방법은 의료행위(진단행위)는 아니다) 것이 「해당하지
않는」이유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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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후자의 입장의 경우, 예컨대, 「피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생체성분 A와 B
의 농도를 측정하고, 당해 농도의 비 및 기준치를 비교함으로써 피험자의 암에 대한 나환
가능성을 시험하는 방법」의 발명은 나환 가능성을 건강한 사람의 리스크와 평가한다고 해
석하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지만, 반면 기준치와의 비교에 의한 나환 가능성의
시험을 의료목적에서의 판단으로 해석하면 「해당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이 이러한 사례가 「해당한다.」인지 「해당하지 않는다.」인지, 예 5의 예시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명확할 수 있도록 사례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나) 예외의 추가
2.1.1.3의 「해당하지 않는다」의 경우에 (5)로서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5) 인간의 신체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계측하는 등으로서 인체로부터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 등의
신체적 상태 또는 정신적 상태에 관하여 이들에 기초하여 처방이나 치료⋅수술 계획에 대하
여 판단(기기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
또한 이에 대응하는 사례로서 사례 25-1을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로서 열거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이번 기준의 개정은 인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은 의사에 의
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따르면, 사례 25-1의 방법은 판단공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할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다) 미용방법 등이 「해당하지 않는」것의 명확화
현행 기준 4면에 기재된 “미용방법 등이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
지의 기재”를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이유)
이러한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미용방법 등이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를 부활시키는 것이 필
요합니다.
(2) 의약발명
(가) 「물」의 범위의 확대
1면 1단락의 (주1)의 「물」의 설명에 「구조를 가진 조성물(매트릭스)」을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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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활성을 가지는 매트릭스, 예컨대 가교 콜라겐, 폴리젖산을 베이스로 한 공중합 매트릭
스, 매트릭스에 저분자의 약제를 공유 결합시킨 DDS 제제 등이 있고, 이들이 의약발명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사례 2의 설명의 추가, 변경
「선행기술조사의 결과」의 「이식재료로서 이용하는 것은 공지입니다」에 있어서 「이식
재료」를 보다 한정하고, 예컨대, 「외피용 이식재료」로 해야 합니다.
(이유)
본원 발명의 신규성은 공지의 시트를 「심근경색 치료용 이식재료」로서 사용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공지의 용도가 「심근경색 치료용 이식재료」를 기재 내지 시사하고 있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식재료」를 보다 한정해야 합니다.
(다) 사례 4의 설명의 변경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제3단락의 기재를 이하와 같이 고쳐야 합니다.
「실시예에 있어서 화합물 A를 천식환자군(체중 30kg에서 90kg)에 대하여 30µg/kg 체중,
35µg/kg 체중, 40µg/kg에서 각각 1회 경구 투여함으로써, 각 투여군에 있어서 천식증상이
적어도 3개월에 걸쳐 경감되는 것, 또한 체중에 의해 유효성에 명확한 차이가 없었던 것, 이
외에도 이 시험에서의 부작용 B의 발현은 각 투여군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종래 사용되
고 있는 1일 1µg/kg 체중으로 화합물 A를 매일 경구 투여하는 경우의 부작용 B의 발현빈
도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특정 체중의 환자를 모아 치료를 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위화감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작용 B의 발현이 고빈도인 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천식증상의
경감과 함께 부작용 B의 발현에 관한 주제도 함께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작용 B의
발현에 관한 약리시험을 별도로 행하는지와 같은 기재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 조합시킨 의약의 사례의 부활
현행 기준 9의 사례 1을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이유)
현행 기준에서는 사례 1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조합시켜 투여하는」(사례 15-1)은 「해당하는」발명이고, 「함
유하는 치료용 조성물」(사례 15-2)은 「해당하지 않는」발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
로부터 「조합시킨 치료용 조성물」은 특허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오해를 일으킵
니다. 또한 현행 기준의 사례 1의 청구항 2 내지 4와 같은 다양한 청구항의 표현도 특허되
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피하려면, 현행 기준
의 사례 1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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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본 제네릭 제약협회
(1) 당 협회는 심사기준안의 제5면(3) 신규성 판단, (3-2-2) 용법 또는 용량이 특정된 특
정의 질병에의 적용, 에 있어서 다음의 새로운 규정에 반대합니다.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화합물 등과 인용발명의 화합물 등이 차이가 없고, 적용하는 질병
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청구항의 의약발명과 인용발명이 그의 화합물 등의 속
성에 기인하여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는 의약용도에 있어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유 1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입니다. 의약발명 이외의 발명에서 공지의 물(예컨대, 전기제품,
기계제품, 식품, 화장품 등)에 관하여 새로운 용법을 발견하더라도 공지의 물이 신규한
「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발명에 관하여도 지금까지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
니다. 이와 같은 특허실무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불명확합니다. 그렇더라도 근거
없이 의약발명을 특별 취급하는 기준의 변경을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② 이유 2
의약관련 발명에서는 종래 이미 충분한 보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의 예로서 물질특허,
각종 용도특허, 제제특허, 및 이들 특허에 기인한 특허기간연장, 또한 재심사기간에 있어서
약사법상 보호 등에 의한 보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의 특허제도는 특히
제약관련 특허권자(주로 선발 의약품기업)를 과잉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특허기간연장제
도를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특허법 및 약사법에 의한 선발 의약품의 시장독점의 장기화는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상시
를 지연시키고, 또한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관련된 컨플라이언스나 부작용⋅안정성이 개선
된 선발 개량품(신용법⋅용량)이 발매(특허화)된 경우에는, 개량 전의 종래품(제네릭 의약
품)의 시장성에 부여되는 영향이 치명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의 제네릭 의약
품 사용촉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결국 제제 약의 삭감을 저지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의약발명을 특별 취급하여 제제비 증가에 관련된 이번 심사기준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③ 이유 3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란 당해 의약품 자체는 공지되지만, 그의 사용
방법(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품을 권리로서 청구하는 발명입니다. 「물」인 의약품
자체가 공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방법(용법⋅용량)을 그의 「물」에 첨부하더라도 권리
로서 청구하고 있는 「물」이 신규하게 된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
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발명의 신규성에 관한 세계 공통의 해석입니다. 예컨대, 미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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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인도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에
신규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을 확정한 국가는 넓은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성
이 없는 「물」에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
니다. 글로벌화가 중요한 오늘날 일본만이 기이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2) 당 협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상과 같지만, 만일 금회 심사기준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
는 경우에는 상술한 대로 제네릭 의약품에 부여하는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고, 선발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과의 밸런스를 도모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신 용법⋅용량의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엄격화하면서 심사관에 의한 판단의 불균일성이 없도록 통일있는 운용
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 구체적인 의견을 기재합니다.
심사기준 제6면 (4) 특정의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약용도
에 특징을 가지는 의약에 있어서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당업자의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에는 통상 그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가 되고, 「용법 또는 용량」이 진보
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지 효과의 유무가 아니라, 효과의 정도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부터 예측할 수 없는 범위(유리한 효과가 현저한 것)인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4˃(12면)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예시되어 있지만, 「30 ~ 40 µg/kg 체
중의 화합물 A를 3개월마다 1회 경구 투여」는 종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성은 있
지만, 그의 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통사의 창작능력의 범위에 있다면, 진보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해 사례의 설명은 단지 용법⋅용량으로 신규성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
라는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식의 증상이 적어도 3개월에 걸쳐 경감되고,
또한.. 부작용 B의 발현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이는 약리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
다.」라는 기재는 「천식의 증상이 적어도 3개월에 걸쳐 유의미하고 현저하게 감소하고, 또
한... 부작용 B의 발현율이 유의미하고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이는 인간에서의 약리시험
또는 임상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례 5˃(13면)에 관하여도 「난소암이 보다 축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약리시험결과
가 기재되어 있다.」라는 기재가 있지만, 이 표현에서는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포섭하기
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미한 경감으로는 진보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재는
「난소암이 유의미하고 현저하게 축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간에서의 약리시험 또는 임상시
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사례 4, 5에 관하여는 「물」 자체는 공지되어 있고, 화합물의 발명⋅발견 후의 최초
의 특허출원 시점에서와 같이 동물에서의 약리시험결과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용법⋅용량의 특허를 출원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할 새로운 용법⋅용
량에 대한 임상적 데이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약리시험은 동물에서도 행하여지지만, 동물실
험에서의 결과는 인간에서의 임상효과를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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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례 6˃은 「용법 또는 용량의 최적화에 의해 약효나 복용 컨플라이언스가 향상할
수 있는 것은 당업자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본 발명에 있어서 그의 향상의 정도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거
절이유의 개요)로서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당해 사례는 타당한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또한,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의 자료에서 약제의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의 특허
화를 검토함에 있어서 투여간격⋅투여량이 중요한 의약의 참고사례로서 예시된 「フォサ
マック35mg정」의 특허(제3479780호)에 관하여, 2009년 4월 14일자 최고재가 상고를 기각하
여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당해 특허는 현행 심사기준(환자군⋅적용부위가 다른 경우)에서
심사된 것은 아니지만, 심결 중에 주 30mg 1회 경구 투여하는 것으로, 1일 5mg 경구투여에
비교하여 잠재적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출원 전의 선행기술문헌에 기재의
개시내용에 입각하여, 투여량을 약간 증감시키는 것은 당업자에게 적절한 설정 가능한 범위
내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무릇 의약업계에서 부작용 감소를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인용할 것까지 없이 새로
운 것은 아님을 부연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용법 또는 용량에 관한 구체적 사례 이외의 사례
(1-3, 7-11)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합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 일본제약공업협회 지적재산위원회
「병용(倂用)」이란 용법⋅용량 중 중요한 심사대상 중 하나이지만, 「조합시킨」 것이 아
닌 단제(單劑)로, 「병용」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 「병용」이 새로운 용법⋅용량으로서 단제
로 특허받는지,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는 아무런 예시도 없고, 구체적인 사례
가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리바비린은 항바이러스약으로 다수의 바이러스에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알려졌지만,
현재 일본에서 인가받은 것은 경구제로서 인터페론(주사)과 함께 사용하는 C형 간염에 대한
병용 요법입니다. 특히 C형 간염 바이러스 1형의 바이러스양이 많은 경우에 유용성이 높고,
인터페론 단독 용법에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높은 효과를 보였다. 「병용」이 새로운 용
법⋅용량이고, 발명의 특징인 리바비린 단제의 발명으로 됩니다.
실제로 상술한 예와 같이 단제로 승인된 리바비린 (상품명: 레베톨)의 첨부서류에는 인터
페론과 「병용」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인터페론과의 「병용」이 리바비린의 용법⋅용량으
로 됩니다. 따라서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병용」을 예시로 하여 기재하
면서 이러한 실제의 사용에 즈음한 사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병용」이 새로운 용법⋅용량
으로서 단제로 특허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리바비린(상품명: 레베톨)의 첨부서류의 [효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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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 알파-2b (유전자재조합) 또는 페다 인터페론 알파-2b (유전자재조합)과의 병용
에 의한 다음의 C형 만성간염에서 바이러스 혈증의 개선
(1) 혈중 HCV RNA 양이 고가인 환자
(2) 인터페론 제제 단독요법에서 무효인 환자 또는 인터페론 제제 단독 요법 후 재연한
환자

(자) 일본지적재산협회 바이오테크놀로지 위원회 특허 제1위원회⋅
특허 제2위원회
(1) 「제1장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관하여
(가) 요망사항
⋅ 사례 10 ~ 사례 12에 관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① 「에 있어서 쓰기」의 부분으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으로 한다,
② 각 구성요건(각 공정)의 주어가 의료기기의 구성요소인 것을 명화하게 하는, 이라는 대응
을 행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 사례의 설명에 있어서 만일 적어도 ①, ②가 포인트라는 사실을 부가 설명하
면 좋지 않을까요. 클레임 중의 어디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사례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는가가 사례의 「설명」란에 설명되어 있지 않고, 매우 알기 어려운 사례집으로 되어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 12-2 인 경우에는,
[설명]
「청구항에는 「데이터 취득수단」, 「마커 위치 검출수단」, 「관련 부착 수단」이 행
하는 공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의사가 행하는 공정도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
용공정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에는 「피절삭물 및 절삭 기구의 화상을 중루 표시하는 장치의 제어방법」
이 기재되어 있고, 피절삭물 및 절삭기구의 화상을 중루 표시하는 장치의 기능이 방법으로
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방법은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고,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
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클레임의 변경 위치」와 「판단내용」의 대응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기재해
야 하지 않을까요.
⋅ 사례 11-2에 관하여
클레임 중의 「촬영 해상도를 높인다.」의 주어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가 행하는 공정이라
고 해석하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례 10에서 구성요건에 있어서 주어(「조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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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1) → 「내시경의 삽입축에 대하여 광축이 기울어진 촬영상 유닛을 회전시키는 수
단」(사례 10-2)을 명확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사례에서도 주어를 명확하게 할 것
이 요망됩니다.
⋅ 사례 14, 15에 관하여
사례 14-1, 15-1에서는 각각 「연골의 재생방법」, 「심근경색 치료방법」이라고 하는 방
법 클레임이 기재되어 있고, 이들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14-2,
15-2에서 동일한 발명이더라도 물의 카테고리에서 기재함으로써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
명으로 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4-1과 14-2」, 「15-1과 15-2」에서 각각 발명의 특정 사항을 변경하고 있습니
다. 즉 14-2에는 「관절 내에 이식하는」요건이 없어졌고, 15-2에는 「심근경색부위에 투여
한다.」고 하는 투여부위에 관한 발명의 특정사항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으로 인
정되지 않은 것은 어떤 발명의 특정사항이 부가된 행위와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발명의 특정 사항은 동일하더라도 「방법」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물」의 카테고리에 있
다면 인정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례 21에 관하여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계없이 비고란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은.... 의사가 행하는 공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
다. 의사가 행하는 공정을 표현한 방법에 관하여 특허대상으로 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고란은 삭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23-1부터 사례 23-3에 관하여
이들은 어떠한 유도 만능 줄기세포(iPS)에 관한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종래는 인간 이외의 동물의 경우라면, 반드시 제29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됩
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서 의약품 또는 의료
재료의 중간단계의 생산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간을 수술, 치
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이해됩니다.
상기의 사례의 청구항은 모든 동물종을 특정하지 않고, 인간을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위를 알고 있는 특허전문가라면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
지만, 특허전문가가 아닌 연구자 등에게 이번 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쉽
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안 1〉
특허청구의 범위
(「유도 만능성 줄기세포」를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유도 만능성 줄기세포」라고 한다.)
〈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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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당해 개정안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를 그대로 답습한다.)
[청구항 2] 유도 만능성 줄기세포를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유도 만능성 줄기세포인 청구항
1에 기재하는 방법.
⋅사례 26-1부터 26-3
보조기구에 관한 발명은 모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그 이유로서 어떠한 사례에서도 「「작업자」라고 하는 사항은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의하면 중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근력이 현저하게 없는 사람이나 신
체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의 동작을 의료목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
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은 파워-보조기구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근력이 현저하게 없는 사람이나 신체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도 적용
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인 있
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작동원리로, 의료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의 경우에, 명세서에 일반인(중노동을 하는 사람) 이외에 「근력이 현저하게 없는 사람
이나 신체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면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로서 거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
해로 좋지 않을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본 사례는 현실적인 사례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이와 같은 사례를 게재한다면, 「근력이 현저하게 없는 사람이나 신체의 운
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도 적용 가능한 기기의 경우일지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사례, 또는 보충 설명으로서 전술한 경우이더
라도 특허되는 경우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보정의 시사에 관하여
클레임 표현의 근소한 차이로 심사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
프트웨어의 심사기준의 경우에 대응하도록 심사관으로부터의 보정의 시사 등을 검토해주시
기 바랍니다.
(나) 질문사항 등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가 행하는 공정」(2.1.1.2(2))에 관하여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가 행하는 공정」(및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과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2.1.1)
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요. 예컨대, 의사에 의한 기기의 조작공정이 클
레임에 들어가더라도 의사가 판단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도록 할까요.
⋅21.1.2(3) 예5 에 관하여
기준과 비교하여 매뉴얼대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기계적⋅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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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라면,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클레임의 문
언이 「시험하는 방법」인지, 「판단하는 방법」인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
해도 좋지 않을까요.
⋅사례 8-2에 관하여
[설명] 중의 「본 사례는 마이크로 수술 로봇 시스템에 자체에 구비된 기능을 방법으로서
표현한 것이다...」인, 마이크로 수술 로봇시스템「에」는 오기가 아닌가요.
⋅사례 11-1과 사례21에 관하여
사례 11-1과 사례 21에서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까요.
(2) 「제3장 의료발명」에 관하여
(가) 요망사항
⋅2.2.2에 관하여
특허문헌의 일반적 기재에는 어떠한 입증도 없이 다수의 용법⋅용량이 열거되어 있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
는다는 것을 가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발명에 관하여
의약품의 병용 발명에 의해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효과를 만드는 경우에는 「조합시킨 의약」이 아니라 단제로서의 용도특허를 허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컨대, 레베톨(유효성분은 리바비린)은 「인터페론 알파-2b(유전자재조합)또는 페그 인터
페론 알파-2b(유전자재조합)과의 병용에 의한」것이 효능⋅효과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
나 레베톨은 단독으로 판매되고, 인터페론 알파-2b(유전자재조합)이나 페그 인터페론 알파
-2b(유전자재조합)와 조합시켜 판매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의약품과의 병용되어 효능⋅효과에 기재되고,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
약품이 있습니다.
예컨대, 리바비린에 관하여 「C형 만성간염에 있어서 바이러스 혈증 개선」이 알려져 있
더라도, 인터페론 알파-2b(유전자재조합) 또는 페그 인터페론 알파-2b(유전자재조합)과의
병용에 의해,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
우에는, 인터페론과의 조합이 아니라 리바비린 단제에 관하여 「인터페론 알파-2b(유전자재
조합) 또는 페그 인터페론 알파-2b(유전자재조합)과의 병용에 의한 C형 만성간염에 있어서
바이러스 혈증의 개선제」라고 하는 용도를 허가하도록, 조합이 아니라 단독 판매하는 의약
품을 보호할 수 있는 병용인 용도 특허의 허가 사례를 가필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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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에 관하여
본 사례는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특정 배율로 특정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배율의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화합물 A와 화합물 B를 병용함으로써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상승효과가 보이는 경우에는 배합을
정하지 않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6, 9 및 11에 관하여
본 사례는 「선행기술조사의 효과」에 「...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
위 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이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
원인의 의견서 등을 고려한 결과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안에서는 전적으로 반론 불가능이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수정 검토를 원
합니다. 구체안으로서는 「선행기술조사의 결과」에서 「...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
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를 삭제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대처」를 「통상 상기 거절이
유를 해소할 수는 없다.」에서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그 효과의 정도가 출원 시의 기술수
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이유는 유지된다.」로 수정할 것
을 제안합니다.
(나) 질문사항
⋅의약발명에 관하여
서두에 유효성분으로서 화합물 등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는 예시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예컨대, 「유효성분」에는 작용증강제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좋
을까요?
⋅2.2.2 금회의 개정(안)에 의해 신규성 판단의 심사운용에 변경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한정되지 않고, 현 심사기
준에 기재되어 있도록 공공연히 알려진 의약발명 등도 마찬가지임을 기재하여 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특수한 유전자형을 보유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발명에 관하여
「의약발명」의 현행 심사기준 2.2.1.1(3-3)(a) 및 사례 8에 기재된「특수한 유전자형을 보
유하는 환자군」의 예가 본 개정(안)에서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들 예는 심사운용에 변
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용법 또는 용량」이 서로 달라 신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상기 예는 의약품 첨부서류의 「용법⋅용량」의 기재에서 선행문헌과 상위한 경우에 대응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첨부서류의 「효능⋅효과」에 「특수한 유전자형」의 제한을 가한 의
약품 승인예가 있기 때문에 「효능⋅효과」의 기재에서 서로 다른 의약발명의 경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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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약발명에서는 (ii) 「용법 또는 용량」이 아니라, (i) 「특정
한 질병에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로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 「세포⋅조직의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관하여
금회 개정에 의해 용법⋅용량을 구성요건으로서 고려하고, 의약에 세포나 조직도 포함되
는 것이 명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세포⋅조직의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관하여도 물의 발명으로서 보호되
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생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세포⋅조직을 환자에게 적용할 때에 경구 투여나 정맥 내 투여
라고 한 단순한 투여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세포⋅조직을 환자에게 적용
하는 경우에 이식부위의 처치나 이식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목적하는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처치는 용법⋅용량으로서 첨
부서류에 기재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포⋅조직의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 오히려 인체 처치 공정을 클레임에 포함
되어 있더라도 물의 발명으로서 표현하려는 경우, 및 용법⋅용량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구성요건으로서 고려되는 것을 각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및 「제3장 의
약발명」에서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하기 사례의 추가를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제1장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의 가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사례 14(연골재생용이식재료)의 발전형으로서 클레임
중에 「이식 전에 환자연골을 천공 처리한 후에 이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라고 한,
인체 처치공정을 포함하더라도, 클레임 말미가 「연골재생용 이식재료」라고 하는 물의 클
레임이 된다면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인 사례.
* 제3장 의약발명에의 가필
당해 연골재생용 이식재료는 in vitro의 시험에 있어서는 연골세포의 생존을 지지하는 것
이 알려져 있지만, 생체 내의 연골손상부에 그대로 이식하더라도 효과적인 연골재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 이식 전에 환부 연골을 새롭게 천공 처리를 하고, 출혈을 유발한 후에 이
식하면,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양호한 연골재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클레임 중에 「이식 전에 환부 연골을 천공 처리한 후에 이식되
는」것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에 의해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됨을 보인 사례.
또한, 세포자체(물)도 공지의 세포와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Product by process에 의한
발명의 특정이 가능한 것을, 「제VII부 제2장 생물관련발명」에 가필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라) 전반적으로
개정 심사기준안에는 개정 취지로부터 유리되어 명확화 또는 중복 기재 삭제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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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수정 부분에 관하여서도 가능한 범
위에서 수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 일본변리사회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에 관하여
(가) 2.1.1.
「의사」(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도 포함. 이하 동일함)에 대한 기재를 「의사 및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이하 「의사 등」이라고 함)」으로 바꾸고, 심사기준 본문과 사례에 있어서
「의사」란 용어를 「의사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유] 이번 개정에 있어서 심시가준 본문의 기재가 대폭 변경되었고, 많은 사례가 추가되
었습니다. 변경 후의 기재, 특히 사례의 기재에 있어서 「의사」란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가 「의사(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 이하 동일함)」으로 정
의된 의사인지, 일반 용어로서의 의사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나) 2.1.1.1(1) (a)
「인체에 대하여 외과적 처치를 행하는 방법」의 기재에 대하여 「인체에 대하여 외과적
처치를 행하는 방법(의사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함)」이라고 제안하고 싶
습니다.
[이유] 예컨대, 주사나 (c)의 주사부위의 소독방법의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가 인슐린 주사
나 혈당치 측정용 혈액 채취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상정되는 등, 의사 등의 행
위가 개입되지 않고 실시가능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대상입니다.
(다) 2.1.1.1 (1) (b)
「인체 내」에 부착된 기재(구강내, 비강내, 외이도내는 제외함)에 관하여, (의사의 행위가
없으면 처치할 수 없는 부위)로 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는 대안으로서 구강내, 비강
내, 외이도내 등은 제외함)과 같이 「등」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유] 구강내, 비강내, 외이도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
어도 동등한 장소가 인체에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정 열거와 같이 읽혀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 2.1.1.1(2) (c)
「건강상태를 유지하기위하여 처치하는 방법(예: 마사지 방법, 지압방법)」이라는 기재를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하는 방법(예: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마사지나 지압
등의 방법)」으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유] 예컨대, 미용을 위한 마사지 방법은 의사 등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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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단지 (예: 마사지 방법)라고 하면, 모든 마사지 방법이 치료행위라는 오해를 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마) 2.1.1.2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유형」으로서 「의료
목적이 상정되지 않는 것」에 관한 항목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유] 사례 26-1, 26-2, 26-3과 같은 기술이 해당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의 특허성은「의
료목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의 키워드에 의해 합리적이라
고 이해됩니다.
(바) 2.1.1.2(3) (a)
예 1-6의 행위의 위치에 대하여 (예컨대, 하기의 (ii)인 것 등)의 명확한 기재를 바랍니다.
[이유] 예 1-6의 행위는 (i) 「판단(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것의 예시인지, 아니면 (ii) 의사 등의 판단도 포함될 수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에 의해 「판단 (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인지가 불명료합니다. 예컨대, 사례 11-1에 있어서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의사가
행하는 공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의사가 행하는 공정」
을 포함할 수 있다면,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바, 예 1-6은 「의사가 행하는 공정」을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 2.1.1.3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한 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더라도, 이하의 경우는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재를,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
한 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더라도 이하의 경우
는 채취한 때부터 되돌려줄 때까지의 사이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공정에 관련된 발명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유] 이러한 설명이 없으면, 왜 혈액투석방법이 인정되지 않고, (1) -(4)가 인정되는지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아) 4. 사례집
① 사례 11-1
이하와 같은 기재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당해 방법은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을 발명의 공정의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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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해 방법의 실태에는 인간에 대한 외과적 처치방법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영
제가 주입된 피검체」를 촬영 전에 조영제가 주입되었는지와 같이 표현하였다하더라도 「인
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로 변경.
[이유] 청구항의 기재는 「조영제가 주입된 피검체」가 되고, 촬영 전에 주입되었던 것인
지를 판독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항의 기재에서 문제점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설명의 추가를 바랍니다.
② 사례 19-1
이하와 같은 기재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아.
「X선 CT 장치의 각부를 제어수단이 제어하는 방법으로, X선 발생수단을 제어하여 인체
에 X선을 조사하는 공정과, X선 검출수단을 제어하여 인체를 투과한 X선을 검출하는 공정
과, 검출된 데이터를 재구성 처리하여 화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공정을 갖춘 X선
CT 장치의 제어방법」을,
「X선 발생 제어수단을 제어하여 인체에 X선을 조사하는 공정과, X선 검출수단을 제어하
여 인체를 투과한 X선을 검출하는 공정과, 검출된 데이터를 재구성 처리하여 화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공정을 갖춘, X선 CT 장치에 의한 인체의 촬영방법」으로 변경.
이.
「본 발명은 인체를 촬영하는 X선 CT 장치의 제어방법에 관한 발명이고」를
「본 발명은 X선 CT 장치를 사용한 인체의 촬영방법에 관한 발명이고」로 변경.
[이유] 이와 같이 변경하지 않으면, 제목인 「X선 CT 촬영방법」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구심사기준의 사례 제시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다음 사례 19-2에 있어서 「X선
CT 제어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지만, 구 심사기준 2.1.1.2의 최후의 9주)를 삭제한 경위부
터도 사례 19-2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사례25-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의 최후에 「또한 측정 용기에 수용된 혈액은 인체에 되돌려주
지 않고 폐기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유] 이러한 기재가 없으면, 동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
하는 방법에 해당하여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2)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에 관하여
① 2.3.2.(4)
최후 단락의 기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것 등 달리 진보성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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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은 인정된다.」를,
「그러나 용법⋅용량의 쇄신에 의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부작용의 발생이 극적으로 감소
하고, 또한 환자의 생활의 질(QOL)이 대폭 향상하는 등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
되는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고, 이것에 의해 진보성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의약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된다.」로 변경.
또한 이와 함께 사례6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특허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예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유] 「첨단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의 존재방식에 관하여」(2009년 5월 29일, 첨단
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 있어서는 「용법⋅용량의 쇄신에 의해 부작용의 발생을 극적으로 감
소시키는 의약이나 환자의 생활의 질(QOL)을 대폭 향상하는 의약의 연구개발을 격려하고,
이러한 의약이 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예측을 초과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용법⋅용량의 발명을 「물」의 발명으로서 보호해야 하고,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
면서 심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카) 재단법인 바이오인더스트리 협회 지적재산위원회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 관하여
(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유형(2.2.2.2)의 「(2)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3)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미용을 위하여 처치하는 방법(예컨대,
검버섯이나 주름의 개선방법)이나 미용을 위해 측정하는 방법(예컨대, 피부의 색조측정)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인간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인가요. 또한 「(c) 질병의 예방방법(예: 충치의 예방방법, 감기의 예방방법)」도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또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
하는 방법(예: 마사지 방법, 지압방법)도 질병의 예방방법으로서 취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미용을 위한 마사지 방법(건강상태의 유지나 의료행위를 제외함)은 인간을 치료하
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까.
(나)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질병의 발견, 건강상태의 인식 등 의료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계측하는 방법 자체는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
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예 1: 미용(수술에 의한 것을 제외함)을 위하여 인가의 피부를 측정하는 방법.
예 2: 옷을 맞추기 위하여 인간의 체격을 계측하는 방법
예 3: 반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간의 손가락을 계측하는 방법
이 나열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이들 기재가 없어지고,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병상이나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상태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하여, 또는 이것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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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방이나 치료⋅수술계획에 관하여 판단(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하는 공정을 포함
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판단하는 공정의 유무에 의해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를
위한 기재 변경입니까. 또한 「미용이나 건강 목적(의료목적 이외)으로 판단하는 공정을 포
함하는 경우」는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은가요? 이외
에도 미용방법 등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심사기준에 기재된 예 1 부터 예3은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유형(2.1.1.2)의
「(3)(a) 인체로부터의 시료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인체로부터 수집된 시료 또는 데
이터를 이용하여 기준과 비교하는 등 분석을 행하는 방법」의 예로서, 「예 5: 피검자로부터
유래하는 X 유전자의 염기배열의 n 번째 염기 종류를 결정하고, 당해 염기의 종류가 A인
경우에는 걸리기 쉽고, G인 경우에는 걸리기 어려운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피검자의 고혈압
증에 걸리기 쉬운 정도를 시험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인간을 수
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정도라고 하
는 체질을 시험하는 방법이고, 고혈압 환자의 진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라)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2.1.1.3)의 단서에서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한 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예: 혈액투석방법) 또는 채취한 것을 처리 중에 분석하는 방법은『인간을 수
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인간ㅇ로
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분석의 경우에는 치료행위나 진단방법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사례 25-1과 25-2를 비교하면, 25-1
의 인공투석 라인 위에서 분석을 행하는 것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25-2의 인공투석 라인에서 혈액을 일부 적출하여 분석을 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사례 25-1에서 발명의 본질은 비침습적으로 ヘマトク
リット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혈액 자체는 어떠한 변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방법이
아니라, 「인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특허받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
됩니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제수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는 사례 25-2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 「인체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2.1.1.3)에서 「채취한 것을 채
취한 자와 동일한 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더라
도」, 「세포의 분화 유도방법, 세포의 분리⋅정제방법」등,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설명이
판정하기 어렵지는 않을까요? 또한 유형으로서, 「(1)의약품」,「(2) 의료재료」, 「(3) 이들
중간단계의 생성물」의 제조방법 밖에 특허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첨단의료를 고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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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표현의 연구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첨단의료의 경우에 실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약
사법에서 무엇이 「의료품⋅의료재료」의 대상으로 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4)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방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의약품 등 이외에도 응용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의약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는 기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또한 「의료품」의 예로서 혈액제제, 왁찐, 유전자재조합 제제와 함께 「세포의약」을 첨가
하기를 바랍니다.
(바) 사례 14와 15는 어느 쪽도 「방법」을 「물」의 카테고리로 한다면 특허되는 사례로
서 기재되고 있지만, 정확히는 방법으로 특정한 요건의 일부를 제외한 형태 또는 한정한 형
태로, 물의 발명으로서 특허받을 수 있다, 라고 읽혀지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보다 구
체적으로는 사례 14에서는 「관절 내에 이식한다.」라고 하는 특정이 물의 클레임이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례 15에서는 「심근경색 부위에 투여한다.」라고 하는 특정이 없어지면서
A,세포와 세포형성인자 W의 「조합」이 「함유하는 조성물」로 되어 있고, 투여시기에 일
정한 규칙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하는 방법 사례가 혼합물로 한정되게 됩니다. 「관절 내에
이식한다.」, 「심근경색 부위에 투여한다.」라고 한 투여부위의 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
허가능하고, 또한 조합 조성물이라도 특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던지, 또는 사례
의 클레임의 수정을 바랍니다.
(사) 사례 21 「핵의학 촬영방법」은 진단방법 등에 해당하지 않고, 특허가능한 사례로서
기재되어 있지만, 「비고」인 「의사가 행하는 공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작
동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재는 「의료 행위가 특허된다.」라는 오해를 일
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례 11-1 「조영자기공명촬영방법」(인간을 수술, 치
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의 「설명」에도 동일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매우 판단하
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 21이 특허 가능한 것은 촬영방법(소프트웨어)이 개발되면,
기기가 자동적으로 촬영을 개시하기 때문이고, 「비고」는 삭제해도 좋지 않을까요?
(아) 사례 23에 기재되어 있는 3가지 사례는 모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2.1.1)의 설명에서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대상이 동물 일반이더라도 인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으로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에 「사례의 클레임은 인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기재하는 것이 판단하기 쉽고, 정합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조기기에 관한 것」(4.2.5)의 사례 26에서 「파워 보조기기」가 기재되어 있지만,
모두 「중노동을 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인간이
나 신ㅊ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인간의 동작을 의료목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 보조기기의 제어방법」(사례 26-2)은 「팔 또는 다리를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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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공정」을 제외하면, 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구의 작동방법」으로서 특허받
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추가하는지, 사례의 변경을 바랍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의료목적도 포함하여 권리화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의료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 관하여
(가) 전체 의견
지적재산전략본부⋅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전문조사회⋅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
의한 「첨단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에 관하여」라고 정리한 것에 대하여 다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세포나 약제의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을 「물」의 발명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 이러한 방침을 심사기준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용법⋅용량을 어떻게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 심사기준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표현에 있어서 신규성의 판단수
법이 서로 다른 가능성이 있도록 하고,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과, 종래품과 식별할
수 없는 표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용도발명에 관하여 실시가능요건(지원 요건)의 충족예, 미충족예에 관하여도 설명을 바
랍니다. 실제 의약품의 용법⋅용량은 인간으로 시험을 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실시예 등)의 기
재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요구해야하는지 성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의 판단의 구체
적인 운용예」(2.3.2)에서는 「이하에 보이는 관점 중에서 복수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각각의 관점에서부터 판단을 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
에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약용도에 특징을 가지는 의약」(3.2.)로, 사례 4-5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례만으로는 상술한 「실시가능요건의 충족예, 미충족예」
가 반드시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례를 추가하여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과, 종래품과 식별할 수 없는 표현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약발명」의 정의에 관하여
이번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전문(前文)에서 「의약발명은 어떤 물의 미지의 속성의 발
견에 기초하여 당해 물의 새로운 의약용도를 제공하려고 하는 「물의 발명」이다」라고 정
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심사기준에 있는 기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규성⋅진보
성」과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래의 기재를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심사기준(안)에 있어서「의약품」,「의료재료」,
「그의 중간체」인 표현이 있지만, 본장 「의약발명」에 의약의 범주에 이들 모두가 해당되
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의약품」,「의료재료」, 「그의 중간체」인 표현은 약

- 215 -

사법 구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허법과는 독립해야 합니다.
기타
① 「물」의 설명에 구조를 가진 조성물(매트릭스) 등이 해당하는 것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트리스가 생리활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화합물의 단순한 조합(단순 조성물)
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② 「질병」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환자를 유전자형으로 한정하
는 것은 새로운 환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③ 「용법 또는 용량」을 「투여기간⋅투여수순⋅투여량⋅투여부위 등의 『용법 또는 용
량』으로서 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효능⋅효과」의 기재 란에는 이 이외에도
제한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정이 부가된 적응은 용도가 다른 발명으로 하지
않을까요?
(다) 개별 의견
① 「의약발명에 관한 신규성의 판단의 기본적인 사고방식」(2.2.1)에 현행 심사기준에 기
재되어 있는 「조합된 의약」에 관한 부분을 남겨두기를 바랍니다.
② 「신규성의 판단 수법(2.2.2)」의 「(2)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에서 간행물 등
에 기재된 「용법 또는 용량」이 구체적인 근거 없는 기재, 특이하게 넓은 범위의 기재인
경우에 신규성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바랍니다.
③ 사례 2 「세포 등의 생체유래 재료가 공지이고, 의약용도가 신규한 것」: 이식재료라
면, OO용이라고 기재하여 용도 기재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이식재료로서
공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에 신규성이 있는 것의 설명으로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택발명적인 사례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설」에서 「의약용도(심근경색치료)」와의 대
비에서 「종래 알려졌던 의약용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괄호로 기입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④ 사례 3 「제조방법으로 특정된 세포의 의약용도에 특징을 가지는 것」: 어떻게 투여하
였는지의 기재가 없지만, 실시가능요건 위반으로 되지 않을까요? 투여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백질 X의 1-2 중량%는 매우 고용량이고,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⑤ 사례 4 「특정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의 적용하는 것으로 현저한 효과가
보여지는 것」: 클레임 표현으로서 용법⋅용량의 기재는 「OO을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기
재방식이 타당할까요? 본 사례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사례이고, フォサマック의 사
례(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의 사례)를 참고로, 새로운 사례가 없을까요? 또한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의 개요」에서 체중 30kg의 천식환자군이 되고 있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
다. 체중 30kg은 어린이 아닙니까? 또한 체중이 일치하는 환자를 모으는 것은 거의 무리라
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예는 1회 투여에서 3개월(이상) 관찰하고, 클레임은 계속 투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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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례 6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한 질명에 적용하는 것」: 조사결과로서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대응 처치가「해소할 수 없
다.」로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로부터 진보성이 없었다고 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로서 「공지범위였다」로 하면 어떨까요?
⑦ 사례 7 「유효성분의 조합에 의해 현저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 클레임의 배합비율의
기재는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본 사례가 현행 사례 2의 개변이기 때문에, 그의 취지를 해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례가 아니라도 좋지만, 특허될 수 있는 조합에 관련된 의
약의 사례로, 조합제, B제와 조합시켜 사용하기 위한 A 제제, 유형의 허가 가능한 클레임의
사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제언의 개요 및 이 제언에 대한 특허청의 대응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개정 심사기준

의견

특허청의 대응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 의한 제언내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이 개정 심사기준(안)에 반영되어 의
료관계의 측정, 영상화 기기의 기술 분
야에서 원리적인 발명을 기기의 물리적
1-1

전반

인 구성에 제한시키지 않고, 넓은 개념
으로서 특허화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특허보호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하여 본
개정내용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표현의 미소한 차이로 심사결과 신속하고 적확한 심사에 기여한다고 인

1-2

가 크게 다른 것이 우려됩니다. 소프트 정되는 경우에는 보정 시사를 하는 것으
심사의 진 웨어의 심사기준의 경우에서의 대응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용되도
행
같이 심사관으로부터의 보정 시사 등을 록 주지,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사례에서 말하는 「의사(의사의 지시를 2.1.1에 「의사(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
받은 자도 포함. 이하 동일)」에서 정의 를 포함. 이하 동일)」로 서술된 바와
된 의사인지, 일반용어로서의 의사인지 같이, 사례에서 말하는 「의사」는 의사
가 불명확합니다. 「의사(의사의 지시를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제안
받은 자 포함. 이하 동일)」라는 기재 한 바대로 수정하면, 「의사 등」이라고

1-3

2.1.1

를, 「의사 및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 하는 문언으로부터는 의사의 지시를 받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함)」으로 변 은 자 이외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
경하고, 심사기준 본문과 사례에서 「의 이 있고, 이와 같은 문언을 다수 기재하
사」란 용어를 「의사 등」으로 수정할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제안함.

1-4

2.1.1.1

「미용을 위해여 처치하는 방법(예컨대, 미용을 위한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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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버섯이나 주름의 개선방법)이나 미용 의 기술적 의의를 검토하고, 치료를 포
을 위해 측정하는 방법(예컨대, 피부의 함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간
색조측정)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인간 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을 치료,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 판단되는 한편, 치료를 포함하는 경우에
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또한 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미용을 위한 마사지 방법(건강상태의 판단됩니다.
유지나 의료행위를 제외함)은 인간을 치 또한,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의료목적으
료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 로 인간의 병상이나 건강상태 등의 신체
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상태 또는 정신상태에 관하여, 또는 이
들에 기인한 처방이나 치료, 수술계획에
관하여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대하여 외과적 처리를 실시하 지재전략본부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
는 방법」의 기재에 괄호를 넣어 「인체 서는 의사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
에 대하여 외과적 처치를 실시하는 방법 는 외과적 처치방법을 새롭게 특허대상

1-5

(의사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
2.1.1.1(1 을 제외함)」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니다. 「인체에 대하여 외과적 처치를
)(a)
실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의사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방법으로서 특허대상에서 배제됩니
다.
「인체 내」에 부착된 괄호(구강내, 비 「의사의 행위가 없으면 처치할 수 없는
강내,

1-6

외이도내는

배제함)에

관하여, 부위」나 「구강내, 비강내, 외이도내

(의사 등의 행위가 없으면 처치할 수 없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불명확
2.1.1.1(1 는 부위)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b)
대안으로서(구강내, 비강내, 외이도내
등은 제외함)와 같이 「등」을 넣을 것
을 제안합니다.
미용을 위한 마사지 방법이 치료방법이 미용을 위한 마사지 방법에 관하여는 당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상 해 방법의 기술적 의의를 검토한 후, 치
태를 유지하기 위해 처치하는 방법(예: 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마사지 방법, 지압방법)」이라는 기재 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

1-7

2.1.1.1(2 를,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 는다고 판단하고, 치료를 포함하는 경우
하는 방법(예: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 에는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c)
한 마사지나 지압 등의 방법)」으로 변 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종래
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터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제안한 대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지재전략본부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유형」으 서는 「의료목적이 상정되지 않는 방
1-8

2.1.1.2

로서, 「의료목적이 상정(想定)되지 않 법」에 관하여 전부 특허대상으로 한다
는 것」에 관한 항목을 설치할 것을 제 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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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합니다.

의료목적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미용,
정형을 위한 수술방법 등을 특허대상으
로 하지 않는 사고에는 변함이 없습니

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사가 행하는 공정」(2.1.1.2(2) (및 여부의 판단과, 「인간을 수술, 치료 또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 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은 각각
과,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인간을 수 독립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사례

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2.1.1) 19-1, 20-1, 21과 같이, 의료기기의 작

1-9

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 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이더라도
2.1.1.2(2 까. 예컨대, 의사에 의한 기기의 조작공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
정이 클레임에 들어가더라도 의사가 판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거된 예에 관하여는 의사에 의한 기기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게 되는 의 조작공정이 클레임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우에는, 의사가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행하는 공정」과 「기기에 의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 인체에 대한 공정」에서는 사고방식 여부의 판단은 2.1.1.2(2)에 따라 행하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렬로 취 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인간을 수술,
급되고, 또한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여부에 대한
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허대 판단은 2.1.1에 따라 행하는 것이 기재
상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심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은 독립
1-10

2.1.1.2(2 사기준(안) 본편에서 명확한 설명이 없 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
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작동방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즉 「의사 또한, 향후 흐름도 등을 활용한 보조적
가 행하는 공정」이나 「기기에 의한 인 설명 자료를 준비하여 실무자를 위해 지
체에 대한 작용공정」을 포함하는 방법 적재산권제도 설명회 등에서 보다 알기
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쉽게 개정심사기준을 소개할 것입니다.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를 구성요소에 포함하는 데이터 수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는 지재전략본부
집방법은 특허대상이 되고 있지만, 특허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의 보고서의 제
받은 방법을 의사나 검사 기사 등이 실 언을 수용하여, 유럽의 운용과 조화를
시하면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요. 또한 도모하고, 병상 등의 판단공정을 포함하
「의사에 의한 침해가능성을 제거하는 지 않는 한, 인체를 구성요소로 포함하
법적 처치가 아닌 한, 의료행위를 특허 는 데이터 수집방법 발명을 특허대상으

1-11

2.1.2(3)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고 로 하였습니다. 당해 발명은 의사에 의
한 판례(평성 12년(行 ヶ) 제65호 동경 해 실시될 가능성은 있지만, 첨단의료특
고재 평성14년 4월 11일)에 모순되는 것 허검토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의사
은 아닙니까.

면책의 법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
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동경고등판결은 외과기구
를 사용하여 행하여지는 수술을 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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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 발명이 수술
현장에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
로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고,
개정 심사기준에서도 수술, 치료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은 데이터 수집방법이더라
도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판
단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예 1-6의 행위의 위상에 관하여 의사 등 예 1-6은 인간의 신체 각 기관의 구조,
의 판단도 포함할 수 있지만, 발명의 상 기능을 계측하는 등으로 하여 인체로부
세한 설명 등의 기재에 의해 「판단(기 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중
구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하는 공정을 에서,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병상이나 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강상태 등의 신체상태 또는 정신상태에
되어 있다면,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관하여, 또는 이에 기인하여 처방이나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급하는 경우의 치료, 수술계획에 관하여 판단하는 공정
예시로 본다면, 이와 같이 명기해도 좋 을 포함하지 않는 예라고 기재되어 있기
1-12

2.1.1.2
(3)(a)

습니다. 예컨대, 사례 11-1에서 청구항 때문에, 의사 등의 판단은 포함되지 않
에 명시적으로 「의사가 행하는 공정」 는 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사례
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상세 11-1에서는 「설명」에 기재하고 있는
한 설명에 「의사가 행하는 공정」을 포 바와 같이, 청구항에는 인간의 병상이나
함할 수 있다면, 「인간을 수술, 치료 건강상태 등의 신체 상태를 판단하는 공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인정하고 있을 때, 예 1-6은 「의사가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공정」을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
므로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1.2)의 (3)(a)의 예 5가 「인간을 (2.1.1.2)의 (3)(a)의 예 5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당하지 않는 이유는 고혈압에 걸리기 쉬 당하지 않는 이유는 체질을 대상으로 하
운 체질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고혈압이 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료목적에서
라는 질병의 진단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 인간의 병상이나 건강상태 등의 신체상
까요.

태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하여, 또는 이들
에 기인한 처방이나 치료, 수술계획에
관하여 기계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방

1-13

2.1.1.2

법으로,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기

(3) 예5

때문입니다.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이라
는 기재를 부가하고 있었지만, 마치 기
기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 오히려 판단하는 공정
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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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함)」이라는

기재를

삭제하였습니

다.
기준과 비교하여 매뉴얼대로 판단하는 클레임 문언이 판단하는 공정을 명확하
방법으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게 포함하는 「진단방법」이나 「판단방
있고, 의사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 법」인 경우는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는 방법이라면,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판단하는
지 않고, 클레임 문언이 「시험하는 방 공정을 포함하는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법」인지 「판단하는 방법」인지에 의해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도 좋을 를 참작하면서 파악되는 청구항에 관한
까요.

발명이 예5와 같이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에 기인하여 기계적, 자동적으로 결정되
어 인간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1-14

2.1.1.2

경우에는 진단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

(3) 예5

다.
개정 심사기준(안)에는 이 점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 「(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이라는 기재를 부가하였지만,
마치 기기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 오히려 판단하는
공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되어 버렸습
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이라는 기재를
삭제하였습니다.
예5의 방법이 진단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예5의 방법은 시험방법으로 얻어진 결과
이유를 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즉 진 가 최종적인 진단으로 이용된다 하더라
단방법으로 얻어진 결과가 최종적인 진 도 판단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인
단에 이용되더라도 판단공정을 포함하지 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
않는 것이 「해당하지 않는」이유인지, 유입니다.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정도를 시험하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는 방법」은 건강한 사람의 생활습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기가 판단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에 불 는 것을 제외함)」이라는 기재를 부가하
과하기 때문에 의료목적에서 인간의 병 였지만, 마치 기기가 판단을 내리는 경

1-15

2.1.1.2

상이나 건강상태 등에 관한 판단에는 해 우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 오히

(3) 예5

당하지 않는 것이 「해당하지 않는다.」 려 판단공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되었
라고 하는 이유인지. 따라서 예 5에 대 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가
응하는 사례로서 진단방법에 해당하는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이라는 기재를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추가해 주 삭제하였습니다.
십시오.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인간
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예에 관하
여는 이미 2.1.1.1(3)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1-16

2.1.1.3

사례 25-1의 방법은 판단공정을 포함하 인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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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특허대상 으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이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따 않는 경우이더라도, 수술공정이나 치료
라서 2.1.1.3의 「인간을 수술, 치료 또 공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간을 수술
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것 하는 방법이나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하
으로(5) 하여 이하의 것을 추가하는 것 고,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25-1의 혈액의 헤마토크릿 수치 측정방

(5) 인간의 신체 각 기관의 구조, 기능 법에 관하여는 체외 순환에 의한 치료를
을 계측하는 등으로 하여 인체로부터 각 전제로 한 혈액의 헤마토크릿 수치의 측
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정을 포함하 정방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허대상이
는 방법으로, 의료목적으로 인간의 병상 되지 않습니다.
이나 건강상태 등의 신체 상태 또는 정
신 상태에 관하여 또는 이에 기인한 처
방이나 치료, 수술계획에 대하여 판단
(기기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함)하는 공
정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 (1) - (4)는 의약품, 의료재료의 제조,
와 동일인에게 치료 목적으로 되돌려주 분석을 위한 방법이고, 혈액투석방법과
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더 는 다르며, 의료현장 이외에서 의약품
라도, 이하의 경우는 「인간을 수술, 치 제조업자가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는다.」라고 하는 기재를, 「인간으로부 법」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상 이용할
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안하
치료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신 바와 같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더라도, 이하의 경 공정이기 때문에 「인간을 수술, 치료
1-17

2.1.1.3

우는 채취로부터 되돌려줄 때까지 사이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 다, 고 하는 설명은 특히 필요없다고 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에 관한 발명 각합니다.
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없
으면 왜 혈액투석방법이 인정되지 않고,
(1) - (4)가 인정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
방법에 관하여」(2.1.1.3)의 설명이 이 법에 관하여 어떠한 기술이 특허대상인
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용화될 때까 지 아닌지 연구자 등이 예상할 수 있도
지 시간이 걸리고, 약사법에서 무엇이 록 명확화하기 위하여 첨단의료특허검토
「의약품, 의료재료」의 대상이 될지 결 위원회에서의 제언을 기초로 하여 (3)

1-18

2.1.1.3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 (1) - (4)의 (4)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현의 연구는 할 수 없습니까.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용화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첨단의료기술
에 관하여도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사례
23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허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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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4)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분석 대상이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 또
일반적으로 분석방법은 적용범위가 넓 는 그 중간단계의 생산물이라고 파악할
고, 의약품 등 이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1-19

2.1.1.3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의
약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한다는 기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약품」의 예로서, 혈액제제, 왁찐, 의약품의 예로서 세포의약의 예시를 추

1-20

유전자재조합 제조와 함께 「세포의약」 가하였습니다.

2.1.1.3

을 부가하여 주십시오.
각 사례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장황한 기재가 되지 않도록 「산업상 이
발명』에 해당하/하지 않」으면, 결론을 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으로서 인간
1-21

사례 전반

명시해도 좋지 않을까요.

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당하는지 여부의 관점에 관한 결론을 보
이고 있습니다.

「설명」중의 「본 사례는 마이크로 수 지적에 따라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술 로봇 시스템에 자체에 구비된 기능을
1-22

사례 8-2

방법으로서 표현한 것이다...」의, 마이
크로 수술 로봇 시스템「에」는 오기가
아닌가요.
각 사례의 설명에서 ①「...있어서 기 지적하신 바에 따라 사례 10-2, 11-2,
재」의 부분에서, 「의료기기의 작동방 12-2에

「비고」란을

만들고,

사례

법」으로 한다, ② 각 구성요건(각 공 10-1, 11-1, 12-1와 비교하여 ① 「...
정)의 주어가 의료기구의 구성요소(00수 있어서 기재」의 부분에 「의료기구의
1-23

사
10-12

례 단)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작동방법」으로 기재하고, ② 각 구성요
을 설명에 넣지 않아도 될까요. 클레임 건(각 공정)의 주어가 의료기구의 구성
중 무엇이 변경되어서 각각에 사례의 판 요소(00수단)인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이 다른지가 사례의 「설명」란에 설
명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사례 11-1에서 조영제의 주입이 「외과 사례 11-1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
적 처치」로 간주되어 특허대상이 되지 의 실시 중에서 조영제를 혈관에 주입하
않는 예로 됨에 비해, 사례 11-2에서는 는 외과적 처치가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
특허대상이 되는 예로 되고 있습니다. 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방
또한 사례 21에서는 사례 11-1과 마찬가 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사례 21

1-24

사례
21

지로 약제의 투여행위가 구성요건이 되 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의 실시 중
11, 고 있지 않지만, 「방사성 약제를 주입 에는 방사성 약제를 주입하는 외과적 처
한 후, 바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촬영 치가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인간을
이 개시되기」 때문에, 「외과적 처치」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특허될 수 있는 당하지 않습니다.
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 또한, 사례 11-2는 의료기기 자체에 구
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비된 기능을 방법으로서 표현한 것으로
합니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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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방법은 인간을 수술하는 지적하신 바에 따라, 「당해 방법은 인
방법을 발명의 공정의 일부로서 포함하 간을 수술하는 방법을 발명의 공정의 일
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수술, 치료 또 부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따라서, 당해 방법의 실시는 인간에 하는 기재를 「당해 방법의 실시는 인간
대한 외과적 처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에 대한 외과적 처치를 수반하고, 인간
1-25

사례11-1

「조영제가 주입된 피검체」와 촬영 전 을 수술하는 방법을 발명의 공정의 일부
에 조영제가 주입된 것처럼 표현했어도 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구의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범위에 「조영제가 주입된 피검체」와
법」에 해당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 촬영 전에 조영제가 주입된 것처럼 표현
합니다.

되어 있더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
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로 수
정하였습니다.

클레임 중 「촬영하는 해상도를 올리 지적하신 바에 따라, 클레임 중의 기재
는」의 주어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가 를 「자기공명촬영장치가 촬영하는 해상
1-26

사례 11-2 행하는 공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도를 올리는」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주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13-1의 암 치료방법은 사례 13-2에 이번 개정에서는 「인간을 수술, 치료
기재된 암 치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산업상 이용할
규정되어 있는 것뿐이고, 사례 13-2와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카테고리가 상위한 것만으로는 청구항에 하는 사고방식에 변경은 없습니다. 사례
관련된 발명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합 13-1은 마이크로캡슐 X나 수속초음파 조
니다. 사례 13-2에 「산업상 이용할 수 사수단이 구비된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
있는」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실시의 형 에 의한 「암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1-27

사례 13

태인 「사용」행위(사례 13-1)에 관하여 사용의 공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것을 부정하 더라도,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하
는 것은 사례로서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
요.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13-2의 암 치료

사례 13-1의 「사용」에 관하여 방법의 시스템

자체는

물

발명이기

때문에,

공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인간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것이 명확하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 되어야 합니다.
사례 「14-1과 14-2」,「15-1과 15-2」 지적하신 바에 따라, 사례14-2에 「인간
에서, 각각 발명의 특정 사항을 변경하 의 관절 내에 이식되도록 사용하는」을
고 있습니다. 즉 14-2에는 「관절 내에 부기하였습니다. 또한, 사례 15-2에는
이식하는」요건이
1-28

사례
15

14, 「심근경색부위에

없어졌고,

15-2에는 「인간의 심근경색부위에 투여되도록 사

투여한다.」고

하는 용하는」을 부기하였습니다.

투여부위에 관한 발명의 특정 사항이 없
어졌습니다. 따라서 방법의 발명으로 인
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발명의 특정 사
항이 부가된 이유와 오해를 일으킬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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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발명의 특정 사항은 동일하더
라도

「방법」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물」의 카테고리이라면 인정되는 것을
명기하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사례 18-1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치료에 관한 기재
완전히 동일하고,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가 없더라도, 출원 시점의 기술수준에
치료의 기재가 없으며, 촬영제만으로의 기인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 전류, 관 전압의 변환에 관한 발명이 사용되는 X선의 에너지에 의하지만, 발
라고 한다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을 명의 상세한 설명에 치료에 관한 기재가
까요. 또한 그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 없으면, 에너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조
1-29

사례 18-1 명에는 치료의 기재가 없는 것이 특허청 사(照射)에 의한 촬영 발명으로 특허대
구의 범위는 사례 18-1에서 특허화된 경 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우, 이러한 특허를 치료 장치의 사용방 에 치료 장치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권리
법에 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고 대
상방법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18-1에 관련하여, 상기 사례 11-1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청구
이나 사례 21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업상 의 범위에 관한 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이용가능성의 판단에서 특허청구의 범위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도 참작하는 것을 심사기준 본편에 명기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 치료 또는 진단
1-30

사례18-1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의적

할 것을 요망합니다.

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기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과 차이가 없도록 「X선 CT 장치의 지적하신 바에 따라, 「X선 CT 장치의
제어방법」등을 「X선 CT 장치에 의한 제어방법」등을 「X선 CT 장치에 의한
1-31

사례19-1

인체의 촬영방법」등으로 변경해야 합니 인체의 촬영방법」등으로 변경하였습니
다.

다.

구 심사기준 2.1.1.2의 최후의 (주)를 지적하신 (주)에는 「(주) 의료기기의
삭제한 경위에서 볼 때, 사례 19-2, 작동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20-2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
하는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사
1-32

례

만, 2.1.1.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

1 9 - 2 ,

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는 방법이

20-2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법」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변경은 없습
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관
한 사례 19-2와 20-1의 삭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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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의사가 행하는 공정이 발명의 특정사항
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 으로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구
고란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은... 의 작동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
의사가 행하는 공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 더라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
문에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는 해당하지 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대상이
1-33

사례21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사 되기 때문에 비고란을 삭제한 필요는 없
가 행하는 공정을 표현한 방법에 관하여 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대상으로 하는데 위화감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비고란은 삭제하는 편이 좋다
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의 중점은 「인간으로부터 채 종래부터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 또는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의
의료재료의 중간단계의 생산물을 제조하 중간단계의 생산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
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 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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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
사 례 2 3 - 1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이해 하지 않습니다.
내지 23-3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모르 또한 4.2.4의 내용과 정합성을 위해서
는 자라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로 수정하였습
하여

사례에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니다.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유도만능줄기세
포」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 25-1은 체외 순환하는 혈액에 어떠 인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혈액 으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으로부터 헤마토크릿 수치라고 하는 자 않는 경우일지라도, 수술공정 또는 치료
료를 수집하는 것에 불과하고, 치료행위 공정을 포함하는 경우는 인간을 수술하
나 진단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는 방법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하여
1-35

사례 25-1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25-1의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혈액의 헤마토크릿 수치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체외 순환에 의한 치료를 전제
로 한 혈액의 헤마토크릿 수치의 측정방
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의 마지막에 지적하신 바에 따라, 「또한, 측정용기
「또한, 측정용기에 수용된 혈액은 인체 에 수용된 혈액은 인체에 되돌려주지 않
에 되돌려주지 않고 폐기된다.」를 추가 고 폐기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였습
1-36

사례 25-2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기재가 니다.
없으면, 동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전
제로서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해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사례 25-3은 체외 순환혈액이 인체의 일 「혈액에 대하여 소정 파장의 빛을 조사

1-37

부라고 하는 이해에 서 있으면서, 「빛 하는 수단이 작동」한다고 하는 사항은,
사례 25-3 을 조사한다.」를 「빛을 발생한다.」로 혈액정화장치를 구성하는 「소정 파장의
바꾸지 않으면,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을 빛을 조사하는 수단」이 작동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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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하고, 작동한 결과, 빛이 인체에 조
사되는 경우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빛을 조사한다.」라고 하
는 기재이더라도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
한 작용공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례와 같은 파워 보조기기는 건강한 근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나 신체
사람뿐만 아니라 「근력이 약한 사람이 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의 동작
나 신체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 을 의료목적으로 보조하는 방법은, 인간
람」에게도 적용가능하다고 기재하는 것 을 치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
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의료목적으로 사 니다. 사례를 추가하자는 제안에 관하여
용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가 많다고 는, 사례 26-1 내지 26-3은 근력이 현저
생각합니다. 명세서에 건강한 사람(중노 하게 떨어진 사람이나 신체의 운동기능
동을 하는 사람) 이외에 「근력이 약한 에 장해가 있는 사람의 동작을 의료목적
사람이나 신체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 으로 보조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기
는 사람에게도 적용가능하다.」로 기재 때문에, 보조기기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
하고 있으면,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인간을 수
1-38

사례 26-1
내지 26-3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로 되어 거 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
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지 않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좋은가요. 만일 그러하다면, 본 사례는 사례 26-1 내지 26-3은 제안하신 「근력
현실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없지는 않을 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나 신체의 운
까요. 만일 이러한 사례를 게재한다면, 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
「근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나 신 용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서도, 「인간을
체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
게도 적용 가능한 기기의 경우이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에 부합한다고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생각합니다.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또
는 보충설명으로서 전술한 경우일지라도
특허 받은 경우의 설명을 추가할 것을
요망합니다.
미용방법 등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 미용을 위해 인간의 피부를 측정하는 방
하여, 현행 심사기준에 기재된 「병상의 법 등, 의료목적 이외의 계측방법은 예
발견, 건강상태의 인식 등 의료목적 이 시를 남겨두지 않고, 「2.1.1.1(3) 인간

1-39

개정
기준

전 외의 목적으로 인간의 각 기관의 구조, 을 진단하는 방법」의 기재로부터 진단
기능을 계측하는 방법 자체는 인간을 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고
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예 1 내 생각합니다.
지 예3은 남겨두기를 요망합니다.

(2) 「의료발명」의 개정 심사기준

제안된 의견 개요
2-1

의견에 대한 특허청의 대응

전반 의약발명은 「물의 발명」이고, 의약발명 이번 개정은 지적재산전략본부 첨단의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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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발명에 있어서 공지의 물(예컨대, 허검토위원회의 보고서의 「전문가의 예측
전기제품, 기계제품, 식품, 화장품 등)에 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지는 신 용법⋅용량
관하여 새로운 용법을 발견하여도 공지의 의 의약의 발명을 「물」의 발명으로서 보
물이 신규한 「물」로는 되지 않는다. 의약 호하는」취지의 제언에 기인한 것이었고,
발명에 관하여도 지금까지는 신규성이 인정 그 이유 등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되지 않았었고, 이와 같은 특허실무를 변경 「용법⋅용량의 쇄신에 의해 부작용 발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 크게 줄이는 의약이나 환자의 생활의 질을
구하고, 근거없이 의약발명을 특례 취급하 대폭 향상시키는 의약의 연구개발을 재촉하
는 기준의 변경을 지금 새롭게 마련하는 것 고, 관련 의약이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관련 발명은 특허기간 연장제도나 재심 지적하신 점에 대한 회답에 관하여는 지적
사 기간에 있어서 약사법상의 보호 등과 같 재산전략본부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 보고
이 종래 이미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 서(안)의 「퍼블릭 코멘트로 제출된 주요
다. 특허법 및 약사법에 의한 선발 의약품 의견과 이에 대한 고려」의 3-1(4)(5)에 보
의 시장독점의 장기화는 제네릭 의약품의 고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당해 보고서에
조기 상장을 지연시키고, 또한 이번 심사기 서 예컨대 컨플라이언스나 부작용⋅안전성
준 개정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나 부작용⋅ 이 개선된 개량품의 발매가 환자나 의사로
안전성이 개선된 선발 개량품(신용법⋅용 부터 요구되고 있는 인식으로부터 첨단의료
2-2

전반 량)이 발매(특허화)된 경우에는 개선 이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환자가
의 종래품(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성에 주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1 목적으
진 영향이 치명적으로 되는 것이 예상됩니 로 하고, 국민 생활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다. 이는 국가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 의료의 특질이나 공공이익에 대한 충분한
정책에 역행하며, 결국 약제비용 삭감을 저 배려 등의 관점에서도 유의하면서, 첨단의
지하게 될 것입니다.

료분야에서 특허보호의 존재에 관하여 충분
하게 검토한 후에 제언이 행하여졌고, 따라
서 이번 개정은 당해 제언에 부합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법용량의 특허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예컨대, 2.3.2(4)에 보여진 바와 같이, 부
개정 내용에서는 지금까지 공지되지 않았던 작용 경감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특허가 취
용법 용량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작용
2-3

그의 부작용의 경감이 인정되면, 특허를 취 의 경감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유효성분의
전반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공 약효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부작용 데이터에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부작용 데이터 관하여도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로
에 기인하여 얻어진 것이고, 독점적 권리를 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변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된 것은 아닙니다.

「물」인 의약품 자체가 공지이기 때문에 지재전략본부
새로운

사용방법(용법⋅용량)을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에서

그의 는 제 외국에서 특허보호의 동향에 관하여

「물」에 첨부하더라도 권리로서 청구하고 도 검토하였고, 부작용 발생을 크게 줄이는
있는 「물」은 신규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의약이나 환자의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
2-4

전반 것이 세계 공통의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키는 의약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와 같은
발명에 신규성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는 효과를 보이는 신 용법⋅용량의 의약발명을
국가는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 특허대상으로 해야 함을 결론으로 하고 있
벌화가 중요한 현대에서 일본만이 기이한 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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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번 심사기준안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재전략본부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의 보
제네릭 의약품에 부여된 영향의 크기를 고 고서에도 「개정 후의 심사기준의 운용에
려하여 선발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과의 관하여는 의사가 통상 전문가로서 재량으로
균형을 도모하고, 심사에서 신 용법⋅용량 행하는 기술이나 의학적 수법의 개발⋅개량
의 의약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엄 등의 수준, 범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2-5

격하게 함과 동시에 심사관에 의한 판단의 용법⋅용량의 의약 등 본래 진보성이 없는
전반 흐트러짐이 없도록 통일적인 운용을 도모할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다든지, 심사관별로
것을 요망합니다.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심사
에서 협의의 활둉 등을 통하여, 판단의 통
일적 운용을 도모하여 가는 것이 요구된
다」라고 제언되어 있듯이 판단의 통일적인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심사기준(안)에서는 전문에 현행 전문은 제II부 제2장 「신규성⋅진보성」1.

2-6

전문 심사기준에 있는 기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5.2(2)②(용도발명에 관한 부분)의 기재에
( 前 「신규성⋅진보성」과의 관련성이 불명확하 따라, 의약발명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文)

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래의 기재 위하여 기재한 것이고, 「신규성⋅진보성」
를 남겨두기를 요망합니다.

과의 관련성은 종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심사기 「의약발명」은 어떤 물의 미지의 속성을
준(안)에서

「의약품」,「의료재료」,「그 발견한 것에 기인하여 당해물의 새로운 의

의 중간체」인 표현이 있지만, 본장 「의약 약용도를 제공하려고 하는 「물의 발명」이
2-7

전문 발명」에서 의약에는 이들 모두가 해당한다 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
는 것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심사기준의 「의약품」,「의료재
료」,「그의 중간체」 모두가 해당하는 것
은 아닙니다.
생물활성을 가지는 매트릭스, 예컨대 가교 전문의 「물」이란 유효성분으로서 사용되
콜라겐, 폴리젖산을 베이스로 한 공중합 매 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기재로부터 일반
트릭스, 매트릭스에 저분자 약제를 공유결 적으로 유효성분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라면,
합시킨 DDS 약제 등이 있고, 이들이 의약발 매트릭스도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

2-8

명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1면 1 합니다.
전문 단락의 (주 1)의 「물」의 설명에 「구조를 또한 생물활성을 가지는 매트릭스로서 예시
가진 조성물(매트릭스)」를 추가하여 주시 되는 가교 콜라겐이나 폴리젖산을 베이스로
기 바랍니다.

한 공중합 매트릭스는 의약발명 심사기준에
정의된 「물」에는 통상 해당하지 않습니
다.

「질병」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으로서 인식되는 것을 「질
어떤 특정 환자를 유전자형으로 한정하는 병」으로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
것은 신규한 질환에 해당합니까.
2-9

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전
자형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신규한 질환에

전문

해당한다고 말하려면 종래 질병과 상위하다
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
가 있습니다.

- 229 -

「용법 또는 용량」을 「투여기간⋅투여순 일반적으로 용법 또는 용량으로 인식되는
서⋅투여량⋅투여부위 등의 『용법 또는 용 기재라고 하면, 심사기준에서 말하는 「용
량』」으로 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첨부문 법 또는 용량」에 해당하고, 이러한 한정이
서의 「효능⋅효과」의 기재란에는 이 외에 부가된 발명은 종래기술에 대하여 용도가
도 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 다른 발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
2-10 전문 정이 부가된 적용은 용도가 다른 발명이라 각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
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재에서도 일반적으로 용법 또는 용량으로
인식되지 않은 기재에 관하여는 「용법 또
는 용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특허문헌의 일반적 기재에는 어떠한 입증도 2.2.2(2)에 「당해 간행물에 어떠한 입증도
없이 다수의 용법⋅용량이 열거되어 있는 없이 의약용도가 단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간행물에 기재 에는 당업자가 그의 화합물 등을 의약용도
2.2.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신규성은 부정 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당해 간
2-11
2
되지 않는다고 가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물에 기재되 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당해 간행물에 의약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개정 전의 심사5기준 2.2.1.1(2)의 (주 1) 지적하신 (주 1)이나 (주 2)는 「전기통신
및 (주 2)는 이번 개정 심사기준(안)에서 회선을 통하여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
삭제되어 있는데, 「간행물에 기재된 발 의약발명」이나

「공지된

의약발명」등에

명」의 발명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기재하여 관한 것이고,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의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겨둘 항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것을 요망합니다.
2-12

정리하였습니다.

2.2.

또한 의약발명 심사기준의 모두에 기재되어

2.

있는 바와 같이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
의 기재요건, 특허요건 중에서 본 장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I부
내지 제II부의 일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 1)이나 (주 2)에 대응하는 사항을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단락의 기재에 있어서 「그러나, 인 진보성에 관한 일반기준(제II부 제2장 2.5
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출원 시의 (3))의 표현에 따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된 범위를 초과한 현 약발명의 진보성을 검토한 후에 「인용발명
저한 것이라는 등, 기타 진보성 존재를 추 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의 판단수법이 일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관련된 의 반기준과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약발명의 진보성은 긍정된다.」을 「그러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

2-13

2.3. 나, 용법⋅용량의 쇄신에 의해 인용발명과 신 바에는 오히려 유리한 효과로서 인정되
2(4) 비교하여 부작용 발생이 크게 줄어들고, 환 는 것이 부작용 및 QOL의 관점으로 한정될
자의 생활의 질(QOL)이 대폭으로 향상하는 염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등,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다.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고, 이
에 의해 진보성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청구항에 관련된 의약발명의 진보성
은 긍정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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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병용(倂用)」은 용법⋅용량의 중요한 심 이번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복수의 의약을
사대상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병용」이 병용하는 경우의 단제에 관한 발명에 있어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 질병에 적 서 병용의 경우도 포함되고, 본원 발명이
용한다고 하는 의약용도로서 특허가 인정될 용법 또는 용량이라는 관점에서 인용발명과
수 있는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복수 다르고,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
의약을 병용하는 경우의 단제에 관한 발명 되는 범위를 초과한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
(예: A제와의 병용요법을 위한, 화합물 B를 는 경우에는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게 됩
2-14 사례 함유하는 당뇨병 치료제)은 특정 용법 또는 니다.
용량으로 특정 질병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 또한 개정 심사기준에는 용법 또는 용량의
약용도에 있어서 단제와는 서로 다르다고 일례로서 「투여순서」가 포함되어 있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규성이 인정된다는 취 용법 또는 용량에 특징있는 의약 사례(사례
지를 명기하고, 사례를 추가해 주실 것을 4-6)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요망합니다.

유추가능하고, 사례의 추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6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특정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 질병에 적용
특허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 한다고 하는 의약용도에 특징을 가지는 의
2-15 사례 적인 사례도 예시되어야 합니다.

약에 관하여는 진보성이 긍정되는 사례로서
사례 4, 5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안)에 실시가능요건에 관하여는 1.2.1에 예시된
서는 「특정 용법 또는 용량으로 특정 질병 바대로입니다.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기인
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약 용도에 특징을 가 하여 약리시험결과로부터 의약발명에서 화
지는 의약」(3.2)로, 사례 4-6이 예시되어 합물 등이 그의 발명의 의약용도(특정 용법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례만으로는 「실 또는 용량으로 특정 질병에 적용하는 것을
2-16 사례 시가능요건(서포트 요건)의 충족례, 미충족 포함)에 사용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것이
례」가 반드시 충분하게 설명된 것은 아니 라면, 실시가능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되는 점은 종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
찬가지로, 서포트 요건에 관하여도 1.1.1에
예시된 그대로이며, 종래부터 변경은 없습
니다.

이번에 제공하신 사례(예컨대, 사례 4)는 신규성에 관하여는 2.2.2(3-2-2)에 예시된
가상 발명(30-40µg/kg: 3개월에 1회 투여) 바와 같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
과 가상 선행기술(1µg/kg: 매일 투여)과의 등, 또는 그의 속성에 기인하는 의약용도가
사이에 매우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예컨 종래 기술과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신규성
대, 상술한 사례에 있어서 10µg/kg: 1개월 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례를
에 1회 투여의 경우에 신규성이 인정될지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7 사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규성, 예컨대, 사례6에는 용법 또는 용량에 특징
진보성을 가지는 경우, 가지지 않는 경우, 이 있는 의약발명에 관하여 신규성을 가지
각각에 관하여 사례를 추가하신다면, 출원 지만 진보성을 가지지 않는 사례를 기재하
인이 특허성 판단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 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추가의 건,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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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등의 생체유래재료가 공지되어 있 세포 등의 생체유래 재료가 공지되더라도,
고, 의약용도가 신규한 것」의 사례에 있어 의약발명에 해당하고, 의약용도가 신규하다
서 이식재료라면, 00용으로 기재하여 용도 면, 「~용」으로 기재함으로써, 신규성을
기재라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본 사례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는 이식재료로서 공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는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고 나서, 종래
용도에 신규성이 있는 것의 설명으로 명확 공지되었던 의약용도가 아니라는 점, 및 심
2-18

사 례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설」 근경색 치료에 적용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2
에서 「의약용도(심근경색치료)」와의 대비 않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종래 의약용도
에서 「종래 공지된 의약용도」의 구체적 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사례를 괄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종래 용도를 기재
한 경우에는 장래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진
보성이 없게 되는 사례로 될 우려가 있습니
다.

어떻게 투여하였는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본 사례에서는 3.의 유의점 항목에도 있는
실시가능요건 위반으로 되지 않을까요. 투 바와 같이, 실시가능요건 등의 기재요건에
2-19

사 례 여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단백질 X의 1~2 중량%는 매우 고용량이 단백질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지적하신 바대
3
고,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생각 로 「0.1~0.2 중량%」로 수정하였습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례4의 설명은 단순히 용법⋅용량에 신규 사례 4-6은 인간에서 약리시험결과를 기재
성이 있다면 충분하다는 오해를 줄지 모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기 때문에 「천식 증상이 적어도 3개월에 생각합니다.
걸쳐 유유의하고 현저하게 경감되고, 또한
... 부작용 B의 발현율이 유의하고 현저하

게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인간에서의 약
사 례 리시험 또는 임상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
2-20
4-6 다.」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사
례5도 마찬가지임). 약리시험은 동물에서도
나타나지만,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는 인간에
서의 임상결과를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습니
다. 사례6은 타당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의 자료에서 약제의 지적하신 바대로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발명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의 특허화를 의 진보성은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 투여기간⋅투여량이 다.
중요한

의약의

참고사례로서

예시되었던

「포사마크 35mg 정」의 특허(제3479780호)
2-21

사 례 에 관하여, 2009년 4월 14일에 최고재가 상
4-6

고를 기각하여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당
해 특허는 현행 심사기준(환자군⋅적용부위
가 다른 경우)으로 심사된 것은 아니지만,
심결 중에 매주 30mg 1회 경구 투여하는 것
으로, 1일 5mg 경구투여에 비교하여 잠재적
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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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개시 내용에
기인하여 투여량을 약간 증감시키는 것은
당업자에게 적의 설정가능한 범위라고 적시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약업계에서 부작용의 감소를 검토하
는 것은 이러한 판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클레임
2-22

표현으로서

용법⋅용량의

기재는 이들 사례 4-6에서는 용법⋅용량을 명확하

사 례 「00을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기재방식이 게 특정하기에는 「00되도록 사용되는 것을
타당합니까.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4
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례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사 포사마크에 관련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2-23

사 례 례로, 포사마크의 사례(첨단의료특허검토위 심결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었고, 사례로서는
원회에서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새로운 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례를 할 수는 없습니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의 제3단락 지적하신 바대로, 「실시예에 있어서 화합
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물 A를 천식환자군(체중 30kg 내지 90kg)에

「실시예에 있어서 화합물 A를 천식환자군 대하여 30µg/kg체중, 35µg/kg체중, 40µg/kg
(체중 30kg 내지 90kg)에 대하여 30µg/kg체 체중을 각각 1회 경구 투여할 때마다 각 투
중, 35µg/kg체중, 40µg/kg체중을 각각 1회 여군에서 천식증상이 적어도 3개월에 걸쳐
경구투여함으로써 각 투여군에서 천식증상 경감된 것, 체중에 의해 유효성에 명백한
이 적어도 3개월에 걸쳐 경감된 것, 체중에 차이가 없었던 것, 또한 이 시험에서의 부
의해 유효성에 명백한 차이가 없었던 것, 작용 B의 발현은 투여군에 있어서 거의 인
또한 이 시험에서의 부작용 B의 발현은 투 정되지 않고, 종래 사용되고 있는 1일 1µg/
여군에 있어서 거의 인정되지 않고, 종래 kg체중으로 화합물 A를 매일 경구 투여하는
2-24

사 례 사용되고 있는 1일 1µg/kg체중으로 화합물 경우의 부작용 B의 발현빈도와 비교하여 유
A를 매일 경구 투여하는 경우의 부작용 B의 의미하게 낮아진 것이 약리시험결과로서 기
4
발현빈도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 재되어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본 사례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

특정 체중의 환자를 모아 치료를 행하는 것 요」에서는 천식치료효과와 부작용 감소효
은 일반적이지 않고, 위화감이 존재합니다. 과를 나타내는 약리시험결과를 기재되는 것
또한 부작용 B의 발현이 고빈도 라는 사실 뿐이고, 약리시험을 별도로 행하지 않으면
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치료에서 천식증상의 안된다고 한 기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
경감과 함께 부작용 B의 발현에 관한 데이 다.
터도 함께 모집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작
용 B의 발현에 관한 약리시험을 별도로 행
하도록 하는 기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예는 1회 투여에서 3개월(이상) 관찰이 지적하신 바대로, 실시예의 기재에 관하여
사 례 고, 클레임은 계속 투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1회 경구 투여할 때마다」로 하는 기재를
2-25
4
있는데 이것이 좋을까요.
추가하였습니다.
2-26

사 례 1회에 400µg/kg체중의 투여가 160µg/kg을 1 「비고」에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일 3회 투여하는 것보다 진핵효과가 향상한 효과가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되는 범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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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효과는 기술수준으로부터의 예측 범위 를 초과한 현저한 것」인지는 본원 명세서
로 하는 예로서 적절합니까.

의 개시내용, 선행기술조사결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
는 것이고, 본 사례에서는 「선행기술조사
의 결과」에 기재된 대로 출원 시의 기술수
준으로부터 예측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단된
다는 전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1째줄 및 5째줄 지적하신 바대로 당해 부분을 「1일 3회 경
2-27

사례
6

의 「1일 3회 투여」는 전후 관계 보다 「1 구 구 투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일 3회 경구투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현재의 안(案)에는 전혀 반론 불가능이라는 일반적으로 현저한 효과인지 여부는 개별적
인상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수정 검토를 요 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례 6은 인
망합니다. 구체적인 안으로서는 「선행기술 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가 출원 시의
조사의 결과」로부터 「... 출원 시의 기술 기술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예측 가능한 범

2-28

사 례 수준으로부터 예측가능한 범위 내이다.」를 위 내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됨을 나타
6 , 삭제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대처」를 내는 사례에 불과합니다. 효과가 예측 가능
9, 1 「통상, 상기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없다」 하였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의 근거가
에서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그의 효과의 되는 선행기술조사결과가 필수이기 때문에
1
정도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 「선행기술조사 결과」로부터 「출원 시의
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기술수준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이
이유는 유지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 다.」라고 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
니다.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당해 청구항 1에서 「중량비 진보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것이 한층 명
5:1~4:1의 비율로」라고 하는 구성요건이 확하게 되도록 중량비에 의한 특정을 추가
추가되어 있지만, 특정한 비율을 청구항에 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에 관하여는 2.3.2에
사 례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 기재된 바와 같이 기술수준을 근거로 개별
2-29
7
으로 되어 종래와 다른 운용이 행해진다는 적으로 판단되는 점에 변경은 없습니다.
오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래의 기
재로 할 것을 요망합니다.
개정 전의 심사기준에서[사례 8], [참고사 이번 개정에 의해 대상 환자군이 상위한지
례1], [참고사례 2]에 관하여는 이번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한 용법 또는 용량으
안에서는 삭제되고 있는데, 삭제된 이유에 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한다고 하는 의약용
관한 설명과 함께, 개정안에 그의 삭제이유 도가 공지 의약과 다른 경우에는 신규성을
를 기재할 것을 요망합니다.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환자
군이 다르고, 투여간격⋅투여량 등의 치료

개정

의 태양이 서로 다른 것으로 신규성을 인정

2-30 전

하는 사례로 한 개정 전의 사례8에 치환하

사례

여 대상 환자군이 상위한지 여부에 관계없
이, 특정한 용법⋅용량으로 특정 질병에 적
용한다고 하는 의약용도가 공지 의약과 서
로 다른 경우에 신규성을 인정하는 사례4-6
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약의 투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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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등으로 반영한 사례인 개정 전의 참고
사례의 게재는 의약의 투여량을 제형 등으
로 반영한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도 삭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이유에 관하여는
개정안의 공표 시의 설명문 가운데 필요에
따라 설명하고 있고, 심사기준 자체에 기재
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한 치료용 조성물」은 특허되지 않는 2.2.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의약발명의 신
것은 아닌지, 및 현행 기준의 사례 1의 청 규성은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화합물질(유
구항 2 내지 4와 같이 다양한 청구항의 표 효성분) 또는 그의 속성에 기인하는 의약용
현도 특허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라는 오 도의 2가지 관점에서 판단되고 있기 때문
해를 피하기 위하여 현행기준 9면의 사례 1 에, 2 이상의 화합물 등을 유효성분으로서
개 정 을 부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시킨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한 판단이
2-31 전
되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
사례
례 7 이후에 조합 발명의 사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을 가진다고 판단되
는 것이 한층 명확하게 되도록 개정 전의
사례 2를 수정하고 나서 사례 1은 삭제하였
습니다.
의약발명의 개정 전의 심사기준에서는 신규 「해설」에서 「본 발명의 용법 또는 용량
성의 판단 수법(3) 신규성 판단(3-3)(b)에 (뇌의 특정부위 Z에로의 투여)은 종래 공지
있어서 「상기와 같은 치료의 태양에 의해 된 용법 또는 용량(정맥투여)과는 다르기
특정하려고 하는 청구항에 관한 의약발명에 때문에, 청구항 1에 관한 의약발명은 신규
있어서 인용발명과 달리 특별히 적용한 적 성을 가진다.」로 기재된 바와 같이, 적어
용부위가 발견된 경우와 같이, 청구항에 관 도 투여부위의 관점에서 신규성을 가지는
개 정 한 의약발명의 적용범위와 인용발명의 적용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가
전
범위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능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한층 명확하게
2-32 기 준 가능하게 된 경우」는 신규성을 가질 수 있 되도록 투여부위 이외에 투여량에 관하여도
사 례 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에 의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기재는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후의
심사기준에서도 적용부위가 서로 다르면,
신규성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서는 사례 5에서 용량의 기재 「1회에 10
0~120µg/kg체중」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할까요.
F 유형의 데마코드4CO76(의약품제제)에 있 「용법 또는 용량」을 검색 키의 관점에 추
어서 관점 BB(적용부위), FF(목적, 기능) 가하는 것은 향후 검토과제로 하도록 하겠
등, 적절한 경우에 「용법⋅용량으로 특징 습니다.

2-33 검색 을 가지는」항목을 신설하고, 해당하는 특
허출원에 당해 F 유형을 부여하여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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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초안에서 최종안으로의 개정내용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해당 부분

수정 전
「인간을

2.1.1.1

수정 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의 유형

이유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다른 기재와 균형을 고
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려함.
마치 기기가 판단을 내

2.1.1.1.
(3)

「판단(기기가
는

것을

리는 것과 같은 인상을

판단하

주어, 오히려 판단하는

제외함)하는 「판단하는 공정」

공정의 의미가 불명확

공정」

하게 되어버리기 때문
에 기재를 삭제함.

「(예:

2.1.3(1)

p. 7.4.1

혈액제제,

찐, 유전자재조합제)」 세포의약)」

함.

「발명에 해당하지 않

p.5의

는 것」
「본 사례는 마이크로

사례 8-2

수술 로봇 시스템에 자

「설명」

체적으로 구비됨」
「그러나

사례 10-1
발명의
세한

왁 「(예: 혈액제제, 왁찐,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의 예시를 추가

상
설명

의 개요

청구항에는

촬영 유닛을 회전시켜
시야 방향을 변경한다
고 하는, 체내에서 내
시경을 조작하는 공정
이 기재되어 있고, 또
한, ..」

사례 10-2
「설명」

「또한, 청구항에는 내
시경
..」

장치에

의한

.

「「발명」인 것의 요건」

「본 사례는 마이크로 수술 로봇 시스템
자체에 구비됨」

기재와

균형을

고려함.

기재를 수정함.

「그러나 청구항에는 촬영 유닛을 회전
시켜 시야 방향을 변경한다고 하는, 체
내에서 내시경을 조작하는 공정이 기재
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내
시경을 인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수술공정을

포함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함.

기재되어 있다. 또한, ... 」

「또한,

청구항에는

내시경에 의한..

..」

기재를 수정함.

[비고]
본 사례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를 사
례 10-2과 비교하면, 모두(冒頭) 부분
사례 10-2

이 「내시경의 작동방법에 있어서」로

「비고」

된다. 또한, 「- 작동하는」이라고 하는
공정의 주어가 「내시경의 삽입축에 대
하여 광축이 기울어진 촬영 유닛을 회전
시키는 수단」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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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작동방법으
로 판단되는 포인트 설
명을 추가함.

사례 11-1,
2
발명의
세한

상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

명」

다른 기재와 균형을 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개요」

려함.

의 개요

사례 11-1
[설명]
사례 21
[비고]

「청구항에 기재된 방
법은 의료기기 자체에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은 의료기기 자
구비된 기능을 표현한 체에 구비된 기능을 방법으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청구항에 것이 아니라, 청구항에는 ...」

다른 기재와 균형을 고
려함.

는 ...」
「따라서 당해 방법은 「따라서, 당해 방법의 실시에는 인간에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 대한 외과적 처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례 11-1
[설명]

수술,

치료

을 발명의 공정의 일부 「조형제가 주입된 피검체」와 촬영 이 또는 진단하는 방법」
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 전에 조영제가 주입되었는지와 같이 표 으로 판단되는 이유를
문에

「인간을

수술, 현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을 수술, 보다 알기 쉽게 기재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한 함.
법」에 해당한다」

다」

「 자 기 공명 촬 영 장 치 의
작동방법에 있어서 설
사례11-2

정된 영역의 신호 강도

특허청구의 가
범위

기준치threshold)

보다 크게 변화하면 촬
영하는 해상도를 올리

「자기공명촬영장치의 작동방법에 있어
서 설정된 영역의 신호 강도가 기준치
보다 크게 변화하면, 자기공명촬영장치
가 촬영하는 해상도를 올리는 방법」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의
클레임에 있어서 주어
를 명확하게 함

는 방법」

사례 11-2
[설명]

「...
치가

자기공명촬영장
작동한다고

하

는...」

「... 자기공명촬영장치가 설정된 영역
의 신호 강도가 기준치 보다 크게 변화 청구항의 기재에 균형
한다면, 촬영하는 해상도를 올리도록 작 을 고려함.
동한다고 하는...」
[비고]
본 사례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를 사

사례 11-2
[비고]

례 11-1과 비교하면, 모두에서 작성한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으
부분이

「자기공명촬영장치의

작동방 로 판단되는 포인트 설

법」으로 된다. 또한 「- 해상도를 올린 명을 추가함.
다」라고 하는 공정의 주어가 「자기공
명촬영장치」로 된다.

사례 12-2
특허청구의 「「피절삭물 및...」

「피절삭물 및 ..」

오기를 정정함

[비고]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으

범위
사례 12-2
[비고]

본 사례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를 12 로 판단되는 포인트 설
-1과 비교하면 모두의 부분이 「-장치의 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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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법으로」로 된다. 또한 각 공정의
주어가 각각 「데이터 취득수단」, 「마
커 위치 검출수단」, 「관련 수단」으로
된다.
「생체친화성

고분자

재료 Z로 형성된 젤 중 「생체친화성 고분자 재료 Z로 형성된
사례 14-2
특허청구의
범위

에

A세포가

포섭되어 젤 중에 A세포가 포섭되어 있고, 인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관절 내에 이식되도록 사용되는 것을 특 사례 14-1과 균형을 고
는, 생체친화성 고분자 징으로 하는, 생체친화성 고분자 재료 Z 려함.
재료 Z 및 A세포로 구 및 A세포로 구성된 연골재생용 이식재
성된 연골재생용 이식 료」」
재료」

사례 15-2
특허청구의
범위

「A세포와

세포성장인 「A세포와 세포성장인자 W를 유효성분으

자 W를 유효성분으로서 로서 포함하고, 인간의 심근경색부위에 사례 15-1과 균형을 고
함유하는 심근경색치료 투여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려함.
용 조성물」

는 심근경색치료용 조성물」

「X선 CT장치의 각 부
위를 제어수단이 제어
하는 방법으로, X선 발
생수단을 제어하여 인 「X선 CT장치의 각 부위를 제어수단이
체에
사례 19-1
특허청구의
범위

X선을

조사하는 제어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X선 발생

공정, X선 검출수단을 수단을 제어하여 인체에 X선을 조사하는
제어하여 인체를 투과 공정, X선 검출수단을 제어하여 인체를
한 X선을 검출하는 공 투과한 X선을 검출하는 공정, 및 검출된

제목의 균형을 고려함.

정, 및 검출된 데이터 데이터를 재구성 처리하여 화상 데이터
를 재구성 처리하여 화 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공정을 가지는 X
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선 CT장치의 촬영방법」
표시하는 공정을 가지
는 X선 CT장치의 제어
방법」
「본 발명은 인체를 촬

사례 19-1
발명의
세한

상
설명

의 개요

영하는

X선

CT장치의

제어방법에 관한 발명
으로, 검출된 데이터를
재구성 처리하기 위하
여 화상을 정확하게 표

「본 발명은 인체를 촬영하는 X선 CT장
치에 의한 촬영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검출된 데이터를 재구성 처리하기 위하
여 화상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시할 수 있다.」
사 례 2 3 - 1 「유도다능성줄기세
내지 23-2

포」

「인간유도다능성줄기세포」

사례 25-2
발명의
세한
의

상
설명

「또한 측정용기에 수용된 혈액은 인체
로 되돌리지 않고 폐기된다」

개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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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와 일치시킴
치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다 명확하
게 함

말미
「...판단하는 공정(기
사례 26-2

기에 의한 것을 제외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 기준 본문과 균형을 고

[설명]

함)을

포함하지

않기 문에」

려함.

때문에」

(2) 「의약발명」의 개정 심사기준

해당 부분

수정 전

이유
기술적으로

사례 3
청구항 1, 2

「단백질 X를 1-2 중량%」

를 천식 환자군에 대하여 900
µg, 1050µg, 1200µg, 체중 60
kg의 천식 환자군에 대하여 1
800µg, 2100µg, 2400µg, 각각

사례4
상세

한 설명의 개
요

「단백질 X를 0.1-0.2 중량%」

타당한

기재

로 함.
「실시예에 있어서 화합물 A

발명의

수정 후

1회 경구투여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적어도 3개월에 걸쳐
경감되고, 또한 1일 1µg/kg
체중의 화합물 A가 매일 경구
투여되는 경우보다도 부작용
B의 발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이는 약리시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실시예에 있어서 화합물 A를 천식 환
자군(체중 30kg 내지 90kg)에 대하여 3
0µg/kg 체중, 35µg/kg 체중, 40µg/kg
체중으로 각각 1회 경구 투여할 때마
다, 각 투여군에 있어서 천식증상이 적
어도 3개월에 걸쳐 경감된 것이 또한
체중에 의해 유효성 있게 명확한 차이
가 없었지만, 또한 이 시험에서의 부작
용 B의 발현율은 각 투여군에 있어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종래 사용되고 있
는 1일 1µg/kg 체중의 화합물 A를 매일

시험조건에
관하여

보다

현실적인

것

으로 수정함.
실시예와
레임의

클
기재

를 일치시킴.

경구 투여하는 경우의 부작용 B의 발현
빈도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이 약
리시험결과로서 기재되어 있다.」

사례6
발명의

상세

한 설명의 개 「1일 3회 투여」

다른
「1일 3회 경구투여」

요

균형을

기재와
고려

함.

1 및 5째줄
사례 11
거절이유

다른
통 「HIV 감염을 억제」

「HIV 증식을 억제」

지의 개요

균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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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와
고려

4.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발명 심사기준
가. 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청의 심사지침서가 2002년 3월에 발행되어 최근
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의료분야 및 유전자 치료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특허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서도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하 우리나라에서 의료발명에 관하여 특허청 심
사기준 및 심사지침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의료발명의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서의 내용
(1)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따라서 재생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를 치료방법의 형태로 청구해서는 안된다
② 특허청구의 범위가 인간을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발명
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치료 또는 진단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인간에게 치료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예: 혈
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
한편, 심사지침서에서는 ‘혈액투석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방법’과 같이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08년 6월 개정된 특허청의 의료/위생 심사기준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사람을 수술하는 방법
②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예: 혈액투석방법)
③ 사람을 진단하는 방법 (예: X선으로 폐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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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범위에 의료행위 및 비의료행위의 구성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예) 환자로부터 뼈조직을 채취하고 뼈세포를 분리하는 단계, 분리된 뼈세포를 증식
및 분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 배양 인공뼈세포
⑤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방법
(예) 특정물질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이용하여 치아의 플러그를 제거하는 방법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①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발명.
따라서 재생의료 관련 발명의 경우에 특허청구의 범위를 치료방법의 형태가 아닌 ‘물’의
형태로 기재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인간을 배제한 동물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
③ 인간에게 치료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거나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
즉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 분리할 수 있는 별개의 단계로
구성된 경우에는 산업상이용가능한 발명으로 취급된다.
예컨대, 특허청의 의료/위생 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고분자 담체에 인간 세포를 포함하
는 인공뼈의 제조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재생의료 관련 발
명으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인간으로부터 추출한 조직 또는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으로서 청
구하더라도 이는 의료행위와 분리할 수 있는 별개의 단계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또한 2008년 6월 개정된 특허청의 의료/위생 심사기준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
②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발명
(예: 분석, 검사, 측정방법 등 각종 데이터 수집방법의 발명이 질병 진단과 관련하여 임상
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만, 그 발명의 구성이 인체에 직접적이고,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③ 의료기기에 의한 의료행위 관련 발명
(예: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이 인체에 직접적이
면서, 일시적인 아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④ 사람으로부터 배출(소변, 변, 태반, 모발, 손톱 등) 또는 채취된 것(예: 혈액, 피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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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종양,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
⑤ 이화학적 측정 또는 분석방법
(예)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시료를 분석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발명

(2) 유전자 치료 관련 발명
(가) 치료유전자에 관한 발명
① 치료유전자의 특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유용성을 기재하고 있는지, 또는
명세서로부터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서 인정(생명공학심사기준).
②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방법과 같은 방법 발명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
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치료유전자를 개발한 경우에 “치료유전자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질병치료제”와 같은 형태로 기재해야 한다.

(나) 유전자 전달체에 관한 발명
① 유전자전달체가 진핵세포에서 작용할 수 있는 벡터인지,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
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인 경우, 이들의 특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유용성을 기
재하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유용성을 명세서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인정.
②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법과 같은 방법발명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
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유전자 전달체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다) 유전자 전달기술에 관한 발명
유전자 전달기술이 인간의 치료목적만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의료기기에 조합시켜 의료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다. 불특허사유
우리나라 특허법 제32조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
지침서, 의료 위생 분야 및 의료분야의 심사기준은 이들을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
명과 공중의 위생을 해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 분류하여 기재하고 있는 반면, 생명공학심
사기준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발명, 환
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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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예: 인간복제공정, 인간생식세포계열의 유전적 동
일성을 수정하는 공정 및 그 산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 등은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이다.
한편, 특허청의 의료 심사기준과 위생 및 의약 심사기준에 의하면, 공서양속 위반 발명으
로서는 성 보조기구 관련 발명, 인체를 사용하는 발명으로 신체를 손상, 신체의 자유를 비인
도적으로 구속하는 발명 및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발명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으로서 예컨대, 사람의 질병 치료, 위생 상
효과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일반인에 대하여 그 신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어떠한 상해를 주게 되어 그 사람의 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
고, 의약 심사기준에 의하면, 의사법에 의해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발명은 위생에 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5. 결론
일본은 최근 의료분야 발명의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법제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생의료기술 등 첨단의료기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총리가 본부장으
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에서는 의
료분야의 발명을 전략적으로 보호할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특
허청은 이를 반영하여 최근 의료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특히 이번 일본의 의료발명 개정 심사기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분야에서 생명윤리 문제
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배아줄기세포 대신에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이하 ‘iPS’라 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유도만능줄기
세포는 예컨대, 인간의 피부세포로부터 iPS를 만들고 이를 계속 배양하여 성체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로 생명윤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일본과 미국은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국가
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어 경쟁적으로 선두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역시 젊은 과학자들이 iPS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
다.344)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iPS의 지적재산에 의한 법적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의료발명 관련 심사기준이나 심사지침서에 의하면, “재생의료분야
에서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인간에게 치료 목적으로 되돌려줄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
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단순히 기재되어
있고, 재생의료발명과 관련된 더 이상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일본에서는 iPS와 관
련된 발명의 경우에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 재료의 중
344) 2009.09.01. 조선일보, “유전자 하나로도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얻는다.”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젊은 과
학자가 인간의 신경줄기세포에 'Oct4'란 유전자를 집어넣어 인체의 모든 세포로 자라날 수 있는 iPS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
이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31/2009083101741.html.(2009년 11월 7일 방문).

- 243 -

간 단계의 생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분석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
을 채취한 자와 동일인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할지라도 「인간을 수
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산업상 이용가능
한 발명’의 심사기준 사례 23-1 내지 사례 23-3 참조]. 예컨대,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신
경줄기세포로 분화 또는 유도하는 발명이나 이러한 신경줄기세포를 분리 및 정제하는 방법
의 발명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인정되며, 따라서 특허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기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위생 심사기준과 비교할 때, 일본의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및
진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개정 심사기준에
서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달리 “인체 내에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장
치를 삽입, 이전, 유지, 조작 또는 추출하는 방법 등 포함)”을 인간을 수술하는 방법에 포함
시키고 있고,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예컨대, 인공장기나 의수 등 대체기관을 부
착하는 방법을 치료방법에 포함시킨다든지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의 경우에 적절한
예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하여 구(舊) 심사기준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일본의 개정 심사기준은 구 심사기준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일본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을 기재하고 있고, 단지 의사가 행하는 공정이나
기기에 의한 인체에 대한 작용공정을 포함하는 방법은 의료기기의 작동방법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기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진단과 관련된 임상적 판단을 포
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기재하고 있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개정 심사기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간의 세포로부
터 유도한 만능줄기세포의 분화, 유도 방법이나 분리 정제하는 방법 및 이를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하여 특허 보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심사기준에는 아직 이러한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심사기준에서는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수
술, 치료 또는 진단방법의 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의료발명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심사기준은 일본의 개정 심사기준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단
순하게 기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번 개정 심사기준을 통해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 등
의료발명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손질하여 의료분야의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재생의료 분야 중에서 iPS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의학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생명윤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를 대체하는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21세기에는 iPS 연구가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에서 핵으로 부상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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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따라 불치병이나 난치병 등 질병 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연구결과를 보
호하기 위한 법제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재생의료기술, 특히 iPS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심사기준에 적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대폭 지
원하는 일도 필요하겠고, 또한 그 연구결과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는 일도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보다 먼
저 의료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한 일본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2009년 10월에 개정된 일본의 의료발명 심사기준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이때 어떠
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계속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관련
하여 서구 선진국가의 입법례 또는 심사기준 등을 비교 고찰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
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심사기준 또는 심사
지침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하고, 특히 생명과학 연구자들
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매우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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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본 법원의 특허권 유효성 판단에 관한 고찰(기술적 쟁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법관의 자질) : 구대환 교수

1. 서론
일본은 그 동안 심결취소소송을 제한설의 입장에서 운용해왔기 때문에 무효심결취소소송
에 있어서, 무효심판절차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은 공지사실에 의한 무효 주장은 이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무효의 주장을 하는 심결취소소송에 있어
서 일본 지재고등법원은 당해 사건을 특허청으로 환송하게 됨으로써 사건이 특허청과 지재
고등법원 사이에서 왕래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345) 이에 대하여 최근
일본특허제도연구회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확대하여 가능한 한 1회만으로 분쟁
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제대로 주장하게 하여주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었
다.346) 아울러 일본특허제도연구회는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나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정리·판단과 관련하여 「조사관제도」및 「전문위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법원의 기술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판사에 대하여는 “기술적 지식
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판사에게도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판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백그라운드만을 가지는 판사와의 차이는 미미한 것”이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47)
우리 특허법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348)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심결
취소소송이 특허심판원이라는 행정기관의 처분,349) 즉 심결에 대한 위법성을 심사한다는 점
에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유사하고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심결취소소송은 준
사법절차라고 할 수 있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심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심결취소소송은 통상 2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1심 전속관
할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심리 판
345) 제4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346) 제4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347) 제5회 특허제도연구회 자료.
348) 특허법 제186조 제6항.
349) 행정소송법 상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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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위법사유에 한정하여 주장할 수 있고, 특허법원도 이러한 사유만을 심리 판단할 수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은 사실심리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법사유라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의 입장에 있다. 그런데 현재 심리범위의 제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일
본특허제도연구회가 고려하고 있는 무제한설의 입장이 과연 소송당사자에게 적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무효심판에 있어서 원고가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다루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이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기술전문가로 구성
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제한설의 입장에
서는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을 이익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특허제도연구회가 검토하고 있는 심리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송당사자가
1회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를 일반적으로 무제한설이라고 일컫는
다.)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 법원의 입장과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입장이
소송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정한 판단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
하여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관이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
다고 하는 일본특허제도연구회의 견해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점에서 부적절한 견해인지를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법원의 기술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범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에는 무제한설, 동일사실․동일증거설,
개별적고찰설이 있다. 일본의 학설로는 무제한설, 제한설, 개별적고찰설이 있고 다시 제한설
에는 실질적증거법칙설, 동일법조설,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이 있다. 이들 견해에 대하여 살
펴보고, 우리나라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그리고 나아가 일본 최고법원의 입장을
검토한 후 소송당사자에게 친화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가. 일본의 학설
(1) 무제한설
무제한설은 사실심리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사자는 심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법사유는
물론 새로운 증거를 포함한 일체의 증거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채용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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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50) 이 견해는 심결취소소송을 복심(覆審)으로 보는 데
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행정처분의 전면심사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대하
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51)

(2) 동일법조설
동일법조설은 심판에서 쟁점으로 되었던 법조의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
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뿐 다른 법조의 거절이유나 무효원인에 관하여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352) 이 견해는 심결취소소송의 형태를 심판에 대한 속심적 구조로 본다. 따
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동일한 법조의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
게 되지만 다른 법조의 것은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심결에서 특허법 제29조 제1
항에 기초하여 대상 발명이 선행기술인 ‘증거 A’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되었다면,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대상
발명을 ‘증거 A’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
을 할 수 없게 된다.

(3) 동일사실․동일증거설
그런데 특허법에 규정된 무효사유는 추상적이고 규정되어 있는 무효원인은 비록 동일법조
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이유로 보아야 하며, 더욱이 일사부재리의 효
과는 동일사실․동일증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동일법조설을 비판하는 입장에 기초한 동일
사실․동일증거설이 있다.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은 취소소송의 범위는 심판에서 다루어진 사항과 이를 보충하는 주
장 및 입증이 가능할 뿐 심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353)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특허요
건을 특허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전심경유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고 결국 심
판의 준사법적 기능에 입각한 심금생략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이 견해는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분배의 사상에 기초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심판
에 대한 사후심으로 보고,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특허요건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전심경유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의 판례는 특허소송제도 초기에 무제한설의 입장에 있었고, 그 후 동일법조설을 취하
였다가 현재는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을 취하고 있다.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은 일본의 다수
설이다.

350) 송영식 외2인, 지적소유권법 (상), 육법사, 2005. 8. pp. 689-696.
351)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p. 82; 이두형,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특허법원, 특허
소송연구 제2집, 2001, p. 21; 특허법원, 특허재판실무편람, 2002, p. 30.
352) 이두형,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p. 22; 특허법원, 특허재판실무편람, 2002, p. 31.
353) 특허법원, 특허재판실무편람, 2002,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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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적고찰설
개별적고찰설은 모든 사건의 심리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심결의 사안과 종류에 따
라 개별적 정하자는 견해이다.354)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모인출원이
나 조약위반을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의 경우는 전문기술적 사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
고 일반 민사사건과 유사하므로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특허청장인 사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비록 새
로운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특허청장은 전문관청으로서 이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으므로
구태여 전심을 경유하게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특허청장이 전심경유의 이익을 박탈당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는 사
실심리를 제한한 필요가 높기 때문에 심판을 경유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심리범위에 관한 일본 판결
(1) 동경고등재판소의 실무
1948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심결취소소송이 도입되면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문제가
제기되었다.355) 초기에는 모든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1960년 이후부터
원심결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

(가) 무제한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동경고등재판소가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내린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① 제분기 사건(1951. 7. 31. 판결, 사정계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356)
② 연소가열장치 사건(1951. 12. 11. 판결, 사정계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항고심판에
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새
로이 제출된 자료들을 증거로서 채택하였다.357)
③ 키츠코-다케 사건(1953. 11. 5. 판결, 상표 사정계 사건)에서 특허청장은 항고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경고등재판
소는 당재판소에서의 판단대상이 항고심판에서 주장된 사실 및 증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라고 판시하였다.358)

354)
355)
356)
357)
358)

특허법원, 특허재판실무편람, 2002, p. 32.
특허법원, 특허재판실무편람, 2002, pp. 32-33.
審決取消訴訟集 제IV권 제1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 24, 각주 27에서 재인용.
審決取消訴訟集 제I권 제443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 24, 각주 28에서 재인용.
行裁例集 제4권 11호 2702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 24, 각주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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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링컨 사건(1958. 4. 17. 판결, 상표 당사자계 사건)에서도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
던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였다.359)
이와 같은 동경고등재판소의 무제한설의 입장은 1955년 精紡機 사건부터 제한설의 입장으
로 선회하게 된다. 제한설에 입각한 동경고등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자.

(나) 제한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① 精紡機 사건(1955. 8. 9. 판결, 사정계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심판단계에서 제출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된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판단이 위법인가
의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本訴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60)
② 合成樹脂製造花1 사건(1964. 4. 23. 판결, 당사자계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심결
취소소송은 심결의 기초가 된 특정사항에 대하여 한 판단을 부당하다고 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심판에서 출원 전 공연실시되었다는 사실만이 무효사
유로 주장된 경우에, 소송에 있어서 새롭게 신규성을 저해하는 간행물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심판에서 인용된 간행물과는 별개 독립된 관계에 있는 간행물
의 존재를 소송단계에서 새로 인용․주장하는 것은 심결취소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361)
③ 메리야스편기 사건(1966. 12. 13. 판결, 당사자계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소송단계
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과 모인발명이라는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특허청에서의 심리를
거치지 않았고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들 사실에 의해 곧
바로 심결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362)

(2) 일본최고재판소의 판례
(가) 무제한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일본최고재판소가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내린 판례로는 제분기 사건(1953. 10. 16. 제2소법
정 판결)이 있다. 이 사건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심판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심결의 기초로 하지 않았던 사실을 당사자가 취소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비닐파이프의 포장구조 사건(1966. 7. 1. 제2소법정 판결)에서 “심결취소소송의 원심
에 있어서는 ...... 심결이 채택한 증거만이 아닌, 원심에서 나타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독자
적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무제한설의 입장을 보였다.

359)
360)
361)
362)

審決取消訴訟集 제V권 제233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 24, 각주 30에서 재인용.
行裁例集 제6권 8호 2007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 24, 각주 31에서 재인용.
行裁例集 제15권 4호 648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p. 24-25, 각주 33에서 재인용.
行裁例集 제17권 12호 1341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 25, 각주 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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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법조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링컨 사건(1960.12.10. 제3소법정 판결)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본건 심판에서의 쟁점은 상
고인의 상표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이고 위
쟁점에 관계되는 한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상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동일법조설의 입장을 취하였다.363) 이러한 동일법조설의 입장은 合成樹脂製造
花1 사건(1968. 4. 4. 제1소법정 판결)에서 다시 채택되었다.
合成樹脂製造花1 사건에서의 일본최고재판소의 동일법조설에 입각한 판결은 당시 동경고
등재판소의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의 실무관행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동경고등재판소는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이러한 동경
고등재판소의 입장은 1976. 3. 10. 大法廷 判決에서 일본최고재판소의 지지를 받게 되고 이
판결은 일본의 판례로서 정착되게 되었다.

(다)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1976. 3. 10. 大法廷 判決에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는 심판절차에서 심리판단된 특정
의 무효원인에 한한다고 함으로써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을 취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이후 일본최고재판소는 이 판결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364) 이 大法廷 判決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결의 요지로 하고 있다.
① 특허출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정절차는 일반 행정처분의 경우와는 다르고, 언제나 전
문적 지식 경험을 가지는 심판관에 의한 판단을 요구한다.
② 구 특허법 제117조에서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동일 사실 및
증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대세적인 일사부재리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③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실심을 1심급 생략하고 있는 것은 심판단계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④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판절차에서 다투어졌고 심리판단된 사항만이 심리대상이
되어야 그 이외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1976. 3. 10. 大法廷 判決의 입장은 그 이후의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심결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자료는 그것이 비록 주지의 것이든 용이창작성을 입증하
는 것이든 이를 소송단계에서 제출하여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심결절차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라 하더라도 취소소송단계에서 보충적으로 제출하는 것
은 허락된다.

363) 民集 제4권 제10호 제2424면,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 25, 각주 35에서 재인용.
364)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2집, 2001. 12. pp.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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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범위에 관한 국내 판결
(1) 특허법원 판결
우리나라는 무제한설의 입장에 있다.365) 무제한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특허법원의 대
표적인 판결인 1998. 7. 3. 선고 98허768 판결은 “통상의 경우에 있어 법원이 기술내용이 다
종․다양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련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판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단계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안의 기술적 난이도 등에 비
추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문기술적 내용에 대하여는 기
술심리관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소송단계에서 소송관계인으로 하
여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366)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심판절차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내용의 판단에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단계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단계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전문기술적 내용의 취급도 가능하다는 사실의 전제로서 기술심리관제
도를 들고 있다. 사실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이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면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증거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무제한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
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 대하여만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인 특허청장이 거절결정 당시 거절사유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거절 사유를 주장하거나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63조 제1항에서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
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7조 제2항 2 내지 4호에서 특허출원인은 거절
이유통지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내
에 요지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심
결취소소송 절차 중에 특허청이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
365) 무제한설의 입장에는 이상경 판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심판에서 판단된 사항만으로 심리범위를 제한하는 것
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및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헌법 제103조에 위배되고, 기술심리관제도에 의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무제한설을 주장한다.
366) 특허법원에는 소송의 심리에 관여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술심리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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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불복심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특허법원이 이에 기초하여 원고(출원인)의
심결취소소송을 기각한다면 출원인은 특허법에서 정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기회를 박
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 즉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거절이유 또는 심판기각사유
로 주장(통지)되거나 판단된 적용법조․사실․증거 또는 종전의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경우
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367)
그러나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
다.368) 이것은 출원인에게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 기회를 보장하
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대법원 2000후1177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369) 즉, 대법
원은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것이라고 전제하
고,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심결이 내려질 때까지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한 바 없고 …… 법원이 출원발명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한 결과 신규성이 없다
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인에게 그 발명의 요지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
은 채 곧바로 이와 다른 이유로 출원발명의 출원을 거절한 ……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은 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무효심결에 대한 대법원의 무제한설의 입장은 2000후1290 판결에서 상세히 살필 수 있
다.370)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
처분이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
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
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367)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에서도 심판은 특허심판
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
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
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로
서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이 있다.
368) 주기동,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2006, p. 44.
36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후1177 판결. 또한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종래의 거절사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
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523 판결, 1994. 2. 8. 선고 93
후158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서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후515 판결, 대법
원 1989. 8. 8. 선고 88후95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후3494
판결 등 참조.
370)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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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제한설에 대한 비판
(1) 심결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 소(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특허법 제186조 제6항). 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이를 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특허심판원에서 심결
이 내려진 이후에 심결에 대한 것에 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심결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법원은 심결에서 판단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하
면 심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심판에서 주장․제시된 사항을 기초로 내려진 심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심판에서 주장되거나 제시된 바가 전혀 없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
거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는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371)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심결의 위법성 여부인 한 심결취소소
송단계에서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설사 당
사자가 이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허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심판을 받을 기회의 보장
(가) 정당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심판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이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제한 없이 다룰 수 있도
록 한다면 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은 물론 피고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즉,
전문기술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지체현상’을 고려한다면 심판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여 소송
의 신속성 또는 경제성이 항상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의 입장에서는
전문분야마다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 국민의 정당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정당하면서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컫
는 것이지 정당성이 결여된 신속한 재판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당성과 신속성은 동시
에 추구되어야 하고 이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
당하지만 신속하지 못한 재판’은 그래도 재판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지만, ‘신속하지만 정
당하지 못한 재판’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기술분야의 정확
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특허요건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심판을 통함으로써 정확성을 기
371) 유사한 입장으로서 전병서, “일본의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254호,
1997. 10. pp. 91, 92. 이 글에서 전병서 변호사는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의 실체적 위법성은 특허심판원의 심
판의 대상을 넘어서 존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특허소송의 실체면에 있어서의 심리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
판의 대상에 의하여 획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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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어 기술적 전문사항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받
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태여 심판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뿐 아니라, 특
허법원의 판결도 전문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심리관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372) 그러나 특
허법원은 기술심리관이 소송의 심리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심리관은 그 인력이 제
한되어 있고 제한된 수효의 기술심리관이 복잡 다양한 기술 분야에 걸친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전문기술에 관한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
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허법원에는 15명의 기술심리관(기계 4인, 건설 1인, 화학 3인, 농업
1인, 약품 1인, 전기 3인, 통신 2인)과, 2명의 기술심리사무관(화공 1인, 기계 1인)이 있다.
기술심리서기관의 인력구성을 볼 때 금속, 환경, 섬유, 식품 그리고 전자 기술과 같은 비교
적 전통적인 기술 분야를 책임질 기술심리관도 충분하게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는 형편이
다. 아울러 생명공학, 반도체, 정보, 영상기기, 컴퓨터, 디스플레이, 디지털방송, 네트워크 그
리고 유비쿼터스 기술 등과 같은 보다 첨단 분야의 기술을 심리할 기술심리관은 더욱 아쉽
게 느껴진다.
한편, 특허청심판원에는 심판관 103인(고위공무원단 12인, 3.4급 4인, 4급 37인, 4.5급 50
인)과 심사관 30인, 심사관과 심판관만 하더라도 133인이 근무하고 있다.373) 이와 같이 (특
허청심판원의 심판인력에 비하여 극히) 제한된 인원의 기술심리관에 의하여서는 현대의 다
양하고 복잡한 기술을 모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기술과 관련된 이해의 부족으로 판단이 늦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릇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
무제한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심판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특허법원에서
심리판단 한다고 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74) 그
는 민사․형사․행정 소송에서도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
며, 그 예로서 의료사고소송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러한 소송에서 의료 관련 전문기술적 지식
을 갖춘 법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에서 의료 전문기
술에 관한 지식을 강조한다면 현행 소송제도는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
라고 하면서, 전문기술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소송의 경우만 하더라도 법관이 의료전문기술의 부족으로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일은 공식적․통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판결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전문기술을
372)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pp. 91-96; 1998. 7. 3. 선고 98허768; 김대웅, “특허소송의 당사자적
격과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5. 6. p. 109.
373) http://www.kipo.go.kr/kpo/, 2009. 5. 6. 접속. 특허청 홈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2008. 9. 1. 기준).
한편 대법원에는 특허청에서 파견된 6인의 조사관(화공 2인, 전기 2인, 전자 2인)이 근무하고 있다.
374) 김대웅,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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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법관이 이를 가지지 못한 법관에 비하여 의료소송에서 의료시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자의 이익을 보다 정확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명확하다. 단지 우리
사법부가 의료전문기술을 보유한 법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건을 담당케 하는 것은 현실을 수용한 고
육지책의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모든 전문기술분야(생명공학기술, 화학기술,
의료기술, 의약기술, 정보통신기술, 컴퓨터프로그램기술, 반도체기술, 전자상거래기술, 건축기
술, 토목기술, 금속기술 등)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와
같은 사건에서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정도는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당사자의 심판관의 심결을 받을 이익
제한설을 비판하는 측은 당사자에게 심판관의 심결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서 심판
절차가 소송절차에 준하는 절차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375) 하면서, 그 이유로
서 ① 구두변론은 임의적이고, ② “법이 당사자에게 주장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예외로서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의 개시가 요구되고(특허 140),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고(특허 147) 직권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기한 심리를 한 경우에 의
견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특허 159) 거절이유가 다른 이유로 심리한 때에는 출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특허 170․63) 등의 규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규정들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위 ①에 대하여, 특허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376) 즉, 심판과정에서 구두변론이 필요한 경우에 이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하여 심판과정이 준소송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심판과정이 소송구조가 아닌 '준소송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위 ②에 대하여, 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심판관은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규정들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준소송절차로서의 심판
제한설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거절사정불복심판은 심사절차의 연장이고 실질상 출원인 대
심사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도저히 말
할 수 없다고 한다.377) 아울러 심판관의 신분보장이 법관에 준하지 아니하고, 심판관은 특허
청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므로 신분의 독립이 없어 공정성에 대한 담보가 없고, 사법심사에
375) 이상경, p. 90.
376) 특허법 제154조 제1항.
377) 이상경,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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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인권보장의 목적을 달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을 들고 있다.378)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은 심사절차의 연장이 아닌 별개의 심판절차이고 따라서 출원인
대 심사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수 없으며 심사관이 아닌 심판관이 이를 처리한다. 그리
고 심판관이나 법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법관이 심판관에 비
하여 각별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법관이 심판관에 비하여
각별한 신분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분보장으로 말미암아 법관이 전문
기술적 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심판관보다 우월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특허법에 의하면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379) 심판은 3인 또는 5
인의 심판관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고,380)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
정하며,381)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는382) 등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거나383) 심판장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뿐 심판관의 심판업
무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384) 이와 같이 심판은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
는 정도의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준소송절차라고 하기에 흠이 없다고
할 것이다.385)
한편, 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심리범위가 무제
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86)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주장
만을 판결의 기초를 삼을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주요 사실이 증거자료에서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
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단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더욱이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없고, 당사
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변론주의만을 적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출원시 이미 공지되어 있던 기술이 특허되어 있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
면 공익에 피해를 주게 된다.387) 따라서 특허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공익
378) 이상경, p. 91.
379) 특허법 제143조 제3항.
380) 특허법 제146조 제1항.
381) 특허법 제146조 제2항.
38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46조 제3항.
383) 특허법 144조 제1항.
384)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특허법 제145조 제2항.
385) 특허심판이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로는 다음과 같다. 김대웅, p. 108. 송영식, "
특허법원의 관할과 심판범위", ｢인권과정의｣, 제247호(1997년 3월), p. 62. 이두형,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 2001. pp. 12, 22.
386) 이상경, p. 91.
387) 특허는 발명자와 공중과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공중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공지․공용되어 있는 기술은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 공개로부터 공중이 이익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대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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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외의 다른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특허법 제159조에는 ‘직권심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59
조 제1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권에 의한 조사사항의 심리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보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388)
또한 특허법 제157조 제1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
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직권
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
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조사는 공익적 견지에서 진실의 규명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
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91후1595 판결에서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
니다”389)고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그리고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2090 판결에서, “심판
에 있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
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직권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심판제도가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390) 요약컨대 심판관은 직권조
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제한
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서로 다른 무효사유에 의한 반복적 소송의 문제
무제한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무효사유나 거절사유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사유를 들어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다음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동일한 경위를 거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사법
에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391) 그러나 서로 다른 무효사유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이다. 따라서 출원시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었다면 공중은 특허가 부여된 권리범위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88) 특허법은 직권심리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설정해두고 있다. 즉 특허법 제159조 제2항에 의하면 심
판에서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할 수 없다.
389) 대법원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특허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
정한 것일 뿐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90) 대법원 1974.5.28. 선고 73후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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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판과,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상당한 이유나 이익이 심판청
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특허에 대하여 일단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이해관계를 가지는 심판청구인이라면 심판 및
소송 과정에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나 사실을 동원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
로 다른 무효사유를 가지고 반복하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그
리고 대법원에의 상고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392)

(4) 일사부재리
특허법 제163조에 의하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93) 여기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일 것을
요하므로 동일사실이라도 다른 증거이거나 동일증거라도 다른 사실에 의한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94) 예를 들어 “동일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
을 구하는 전후 사건에 있어서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들인 경우, 후 사건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395) 그리고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
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
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
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396) 따라서 “심판사건에 있어
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397)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심판절차에서 제시되거나 조
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98) 아울러 신규성 상실, 진보성 결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결여, 미완성 발명, 기재불
비 등은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따라서 선행기술에 의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청구
된 무효심판에 대하여 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
391) 이상경, p. 94.
392) 동일사실․동일증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393) 특허법 제163조; 이두형,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특허소송연구｣ 제2집, 특허법원, 2001, p. 14.
394) 이성호,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 2006. p. 62.
395) 대법원 1991.11.26. 선고 90후1840 판결.
39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로서 대법원 1989.5.23. 선고 88후73 판결, 대법원
1990.2.9. 선고 89후186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대법원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참조. 그러나 증거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
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7.10. 선고 89후1509 판결 참조.
397) 대법원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398)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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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399)
또한 동법 제18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400) 다른 사실 및 다른 증거에 의하여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제186조의 ‘심결에 대한 것’이라고 할 때의 심결이
란 당해 심결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증거에 의한 심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다른 당사자가 심결에서 다루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에 의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이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의
다른 사실 또는 다른 증거의 주장과 제출을 허락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특허
법 제1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소제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허법 제18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당사자는 다른 사실 또는 다른 증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마. 법관의 자질에 대한 논의
(1) 전문기술 지식이 결여된 법관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일본특허제도연구회가 제시하고 있는 견해, 즉 법관에게 전문기술적 지식이 있는지의 여
부가 소송사건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는 견해는 전문기술 지식이 결여된 법
관의 사실인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
다.
제한설을 비판하는 측은 “제한설의 최대의 근거는 당사자로 하여금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
기 전에 특허청의 심판관의 판단을 받을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에 귀착된다”고 하면서 “법관
의 판단에 앞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당사자의 이익이” 만약 “심판관의 판단을 거치면 법
관이 당해 사실인정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결과 법관의 이해불충분으로 생
기는 당사자의 불이익이 없게 된다는 의미라면 그러한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언하
고 있다.401) 그리고 그 이유로서 법관은 심판에서 제출된 출원명세서를 읽고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증거로서 제출된 인용문헌들의 기재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심결이 행한 사실인정
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無效事由와
拒絶事由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조약위반, 모인, 공동출원, 동일출원 등의 사유들은
399) 특허법원 2007.12.5. 선고 2007허1787 판결. 한편,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 이것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양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적 고안이 유사
한가 상이한가라고 하는 동일한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76.6.8. 선
고 75후18 판결 및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 참조.
400) 특허법 제186조 제6항.
401) 이상경,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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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법관으로서 고유의 사실인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오히려 증거조사에 성숙치
못한 심판관의 영역분야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있다.402)
그러나 이것은 위에서 서술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특허발명 및 이와 대비되는 인용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법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잘
못된 신념에 기초한 심각한 오류이다. 이것은 특허심판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신규성 또는 진
보성과 관계된 문제이다. 즉, 출원의 선후관계를 따질 때의 동일성 여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지 모인출원인지의 여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관 혹
은 심판관이 판단해야 할 주된 내용은 서로 다른 출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두 출원 간의 동
일성, 혹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 판단이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발명이 출원된 동일출원의 경우 이들 발명 중 최선 출원에 대하여만 특허가 부여되
기 때문에 선후출원 간의 동일성 판단은 심사와 심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
런데 이들 두 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자회로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표현하여 2 이상의 출원으로 각각 출원하였을 때 대부분의 법관이 이들
의 동일성을 가려낼 수 있다면 이러한 사건은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동일성 판
단의 문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표현과 기
능이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문자적 표현이 완전히
다른 컴퓨터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특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
능을 보호하므로 표현이 다르더라도 사실상 그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신규성이나 진
보성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표현을 달리하면서도 사실상 그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프로그램이 다수 출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그 기능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려
낼 수 있는 능력을 담당 법관이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거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
으로 법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자회로에 대한 출원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컴퓨터프로그
램 관련 출원을 구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받을 기회가 보장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심판 절차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일성 판단보다 더욱 복잡하고 선행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진보성 판단이다. 왜냐하면 신규성 여부를 심사할 때 필요한 동일성 판단과는 달리, 진보성
판단에서는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하여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해당 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 당업
자가 출원발명을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 분야의 진보성 판단을 하는 자는 해당 기술 분
402) 이상경,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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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
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업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수준에 미달하는 전문적 지식만을 가진 자
로서는 가상적으로나마 ‘당업자’를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제대로
이해하여 ‘당업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비교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무효심판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선행기술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신규
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는 추정침해자가 실시하고 있는 물건이나 방법이 자신의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자는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물건이나 방
법이 특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한다. 따라서 무효심판에서 심판관은 특허
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대비에서 심판관은 특허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한지의 여부(동일성 판단) 즉 신규성 판
단 혹은 특허발명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
인지의 여부 즉 진보성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관은 특허발명
에 실시물건 또는 실시방법이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규성․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전문적 기술에 대한 ‘당업자’ 수준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고,403) 나아가
기술적 사실의 인정이므로 이는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기술 분야
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법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등의 사유들은 법관의 사실인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증거조사에 성숙치 못한 심
판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잘못되었음은, 특허법원이 기술적 사실에 대한 이해
의 부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판단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을 요하는 기술적 사안인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원에서 논의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
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이 먼저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404)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사실
심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는 그러한 필요성을 부인
하는 주장405)이 있으나 옳지 않다. 왜냐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도 기술적 사항에
대한 동일성 판단이나 진보성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라는 발명이 a, b, c,
d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a+b+c)d}와 같은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P1

403) 이상경, p. 91.
404) 송영식 변호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민사분쟁으로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어떠한 제
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나 무효심판 중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심판의 경우에
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기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심판원
이 준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무효심결을 하고 무효심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 증
거에 의하여 재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도 이에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송영식, pp. 61-62.
405) 송영식, pp. 61-62.

- 262 -

이라는 발명이 a, b, c, d, e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a+b+c)d}+e]와 같은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P1은 P의 ‘모든 구성요소’를 P의 유기적 결합관계 ‘그대
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P1은 P의 발명을 이용하는 이용발명이고 따라서 P의 권리범위에 속
하게 된다. 즉, “선 등록고안과 후 고안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고안은 선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
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
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선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06)
그런데 여기서 P1에 P라는 발명의 내용이 원래의 화학식이나 회로의 표현 형식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달리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동일한 기술사상에 입각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기술지식이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용관계는 동
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성립하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이용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사이에 균등한 발명이 이용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균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
능하다. 또한 추정침해물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추정침해물이 선행기술과 동일한
지 혹은 선행기술에 대하여 진보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도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특허
심판원을 경유함으로써 당사자가 심결을 받아 볼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다.407) 다만 심판절차에서 제출되었으나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주장과 증거는 이에 대
하여 심판과정에서 이미 양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심결취소소송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문기술의 결핍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전문기술지식이 결여된 사실인정 문제의 사례와 시사점
대법원은 촉매를 이용하는 화학기술 관련 발명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
소소송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1985.4.9. 선고 83후85 판결에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
406)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407) 일반적으로 특허청 심판관은 특허법원 판사에 비하여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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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
허의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408)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90후
1451 판결409) 및 90후1499 판결410) 그리고 92후1202 판결411)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90후1499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설사 촉매의 사용이 특허출원 당시 이
미 공지된 것이어서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명세서에 그
촉매의 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이상, 출발물질, 반응물질, 목적물질이 동일하다 하더라
도 촉매를 사용한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고 판시하였다.412) 그리고 이
사건의 이용관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방법의 발명, 특히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기계, 장치 등의 발명과 달라서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방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 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기계, 장치 등
에 관한 발명에 적용될 위 법리를 제법발명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
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
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413)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2001년 98후522 판결414)에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98후522 판결에
서 대법원은 “화학반응에서 촉매라 함은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속도 내지 수율 등에 영향을
줄 뿐 반응 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목적물질의 화학적 구조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
임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제조방법의 발명에서 촉매를 부가함에 의하여 그 제조방법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일체성, 즉 출발물질에 반응물질을 가하여 특정한 목적물질을 생성하는 일련
의 유기적 결합관계의 일체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
율에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특허발명
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1985년부터 2001년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
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서로 다른 방법이고 따라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런데
408)
409)
410)
411)
412)
413)
414)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1985.4.9. 선고 83후85 판결.
1991.11.12. 선고 90후1451 판결.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1994.10.11. 선고 92후1202 판결.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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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8후522 판결415)에 이르러서야 촉매의 의미를 “반응에 관여하여 반응속도 내지 수율
등에 영향을 줄 뿐 반응 후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목적물질의 화학적 구조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는, “촉매의 부가로 인하여 그 수율에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후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이용발명에 해
당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더욱이 98후522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용관계는
동일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균등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여 균등관
계에 의한 이용관계의 성립을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이
촉매를 이용한 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즉 1985년 83후85 판결과 그
후 일련의 판결에서 촉매만 사용하면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판시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촉매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발명이 아닌 균등발명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관
계를 인정하고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촉매의 역할과 촉매를 사용한 발명
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종래의 판결과 98후522 판결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으므로
이들이 모두 옳은 판결일 수는 없다. 결국, 98후522 판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촉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대법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이 교정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2001년 3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서기관 각 1명이 대법원에 조사관으
로 파견된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것은 대법원이 종래의 판결에
있어서 촉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지만 2001. 8. 21. 선고한 98후522 판결에 이르러서는
촉매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화학발명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발명을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체는 누구인가. 법원이나 특허청이
나 특허심판원이 아니다. 촉매를 사용한 발명의 권리범위 여부를 다툰 심판당사자들이 피해
를 입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화학발명에 관한 특허를 보
유하고 있던 특허권자들은 그들의 특허발명에 촉매만을 부가하여 그들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하는 침해자(즉, 이용발명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음으로 인하
여 피해를 보아온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도의 화학기술지식은 특허청 화학분야 심사
관이나 특허청심판원의 화학분야 심판관 혹은 특허법원의 화학분야 기술심리관이라면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3. 결론
심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의 판단대상도
다양하다. 따라서 심리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
415)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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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적 이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심결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 등을 제시할 경우 법관이 이에 대
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특
허청의 심사관․심판관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416)
그러나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기술적 사안에 관한 모인출원, 조약위
반 또는 상표 관련 사건의 경우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특허법원에서 판단하여도 충분하다
고 본다.417) 다만 공동출원에 있어서 공동출원인 간의 지분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발명의 기
여도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심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모인
출원에 있어서 모인출원된 발명과 진정한 발명자의 발명 사이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한 때에
는 심결이 필요하다.418)
거절사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피고는 특허청장이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이므로 원고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하여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특허심판원을 경
유할 이익을 박탈당할 염려가 없다. 그러나 원고측은 특허청장이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에
대하여 심판에서 심결을 받아볼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새
로운 증거나 주장은 이를 심판에서 다루도록 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이를 심
판에서 다룰 필요 없이 특허법원에서 판단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제한설
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적어도 기술심리관제도만이라도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
다. 즉,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의 인원을 확충하여 보다 전문화된 기술에까지 기술심리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에도 기술심리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제한설을 취하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입장을 뒷받침하
는 것이 된다. 그리고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심리관제도를 특허
법원에만 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다른 항소법원에
는 기술심리관이 없기 때문에 특허사건에 있어서 특허법원이 기술심리관제도를 통하여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항소법원마다 기술 분
야별로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나 일본의 지적재산고등법원과 같이 특허법원이 특허
사건을 집중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매우 긴요하
다고 본다.

416) 이것은 법원행정처도 같은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특허소송실무, 1998. 2. 15. pp. 211-212.
417) 이러한 입장은 일본의 개별적고찰설에서 찾을 수 있다. 中山信弘, 工業所有權法 (上) 特許法 第II版, 弘文堂,
2000. pp. 285-290; 이두형, p. 23.
418) 모인출원 관련 사건에는 진정한 발명자의 발명과 모인출원의 발명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살피는 동일성 판단
이 요구되는 경우와 단순히 모인출원인지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고 더 이상의 동일성 판단이 요구되지 않
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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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특허활용촉진방안(일본에서의 특허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 동향) : 김병일 교수

1. 서언
최근 특허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유통, 라이선스,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
달 등에 대한 이용자의 필요(needs)에 따라 특허법상의 제도 도입과 현행제도의 개선에 대
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의 유통 촉진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의 보호,
특허라이선스 제도의 선택가능성의 확충과 이용편리성의 향상, 특허출원단계에서의 조기활
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2. 특허라이선스계약 보호의 필요성 - 통상실시권의 대항제도
가. 서
최근 지식재산이 경제재로서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라이선스계약(사용허락
계약․실시허락계약)이 질․양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정
보재는 정보사회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고, 정보재거래의 경우에 라이선스 계약은 중요한
거래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계약의 보호도 중요한 문제로써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
권 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특허권자인 라이선서(licensor)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라이선시(licensee)가 그 실시(사용)를 계속할 수 없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
으며, 라이선서가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인 라이선시는 신특허권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거래
에 참가함에 따라, 현행법상 라이선시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최근 기업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특허의 경우에는 지식기반
산업의 확대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단순한 신기술 보호의 수단이 아니고 시장지배
및 기업의 경제우위 확보에 주요한 요소로써 인식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요 첨단산업의 경
기동향이 불안정적이며, 중소 벤처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장기업의 도산도 행해지고 있다. 이
러한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에 있어 지식재산에 관한 라이선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회사의 기본적인 목적에 합
치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회사는 영원불멸하게 존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
사가 파산에 이른 경우 파산재산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처분방안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한 것
이 사실이다.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회사의 파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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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빈번하여 파산재산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라이선시의 계약상 지위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는 주로 특허권의 라이선스계약에 대해서
‘라이선서 파산시’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의 발단이 라이선서
파산시의 판산관재인의 라이선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충격적인 미국판례(1985년 Lubrizol
사건419))과 그 이후의 연방파산법에 개정이 있었고, 일본의 파산법 개정 논의 중에, 구파산
법 제59조에 의한 인대인 파산시의 임대차계약해제의 가부(임차인 보호의 문제)라고 하는
파생문제로써 라이선시의 보호문제가 널리 인지되어 왔다. 또한 산업계의 문제관심도 ‘특허
권’의 라이선스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허의 실시권에 대해서는 제3자 대항 요건으로서 이미
‘등록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양도시’의 문제는 구제책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의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허락자가 파산한 경우
당해 실시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실시권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내용의 신파산법이 2004년 5월 25일 성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차권 기타 사용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당해 권리에 대하여 등기, 등록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파산
법 제53조의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특허권의 통상실
시권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허락자가 파
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을 인
식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특허실시계
약에 있어서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이라는 대항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제도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새 파산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시계약에 관한 실
효성 있는 대항제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시에 실시계약은 새 파산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계속 모색하여 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종전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일원화하여 2005년 3월 31일 ‘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함)’ (법률 제7428호)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재정적 사유 등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또는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은 다른 국가
의 입법례와는 달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420)

나. 실시권제도
(1) 실시권제도의 개요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은 재

419) Lubrizol Enters Inc. v. Richmond Metal Finishers, Inc., 756 F.2d. 1043 (4th. Cir. 1985)
420) 한지영, “라이선서의 파산과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산업재산권」제27호(2008.12),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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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이므로 제3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하고, 그 대신 실시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없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할 설비, 자본력, 기술력이 부
족한 경우에 제3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케 하는 것은 특허법목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특허법상의 「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범
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21) 실시권은 독점성 여부에
따라 설정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성을 갖는 전용실시권과 독점성없이 특허발명을 단순히 실시
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422)
특허법은 제3자에게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용실시권 제도를 두
고 있다(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전용실시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독점배타권이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전용실
시권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계약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후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423)424)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특허발명의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제102조 제1항).425) 전용실
시권은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설정행위
로 정한 범위내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특허법 제102조 제2항). 통
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로부터
소추당하지 않는 지위를 가진다.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특허법 제102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
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해서도 통상실시권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 전용실시
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특허법 제100조 제4항).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처분
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허법 제118조 제3항).

(2)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효력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즉 특허권자와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
421) 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실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
실시권, 특허청장의 행정처분 또는 심판의 심결에 의해 성립하는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된다.
422) 실시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동일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의 중복설정을 하지 아니할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423) 일본 특허법 제98조(등록의 효과) 다음에 언급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신탁에 의한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
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변경, 소멸(혼동 또는 특허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424) 일본 특허법 제77조(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자는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의 실
시를 한 권리를 전유한다.
425) 일본 특허법 제78조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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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시권으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

리 독점․배타성이 없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
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범위 안에서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자기
의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제126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관계에서 실시가 허락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며,
제3자의 실시로부터 보호되는 법적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상실실권의 성질은 채권적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수에 대하여 제한
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지역,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즉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동일한 설정범위 내에서 복
수인에게 중복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용실시권과 구별된다.
다만 실시계약에서 당해 실시권자 한 사람에게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통상실시권은 실제 전용실시권과 비슷한데
이를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도 그 성질은 채권적이고 따라서 독점
적 통상실시권의 설정 후에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도 있다.426)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118①).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성질을 갖는 권리
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통상실시권자의 지위는 매우 불안
정하므로 부동산의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도
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3) 라이선스 계약 보호의 필요성
현행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통한 대항제도의 경우,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아니
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양수인 등 제3자로부터 금지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이 비즈니스 실무상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용실적
은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상실시권의 존
재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을 가능하도록 하는 당연대항제도(당연대항제도) 도
입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한편, 실무상 (i)）수백, 수천개의 특허권이 일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고, (ii)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실시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자세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실시권을 충분히 대
항하기 위하여 그 모든 조건을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의 등록률은
426) 이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특허권자에 대하여 설정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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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특허의 유통 및 이전이 증가하고 있고, 특허권 등의 행사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
을 감안하면 등록이 곤란한 통상실시권자의 비즈니스가 불안정화 할 위험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외국과의 제도조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
하여는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 사이에 등록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에 따라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통상실시권자에게 등
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실무에서는 통상실시권이 등록되는 사례는 매
우 적다고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허권자의 협력 없이 계약서만 가지고 통상실
시권자가 단독으로 통상실시권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간이 등록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입법론적 검토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이므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여야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18조 제1
항). 특허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미등록 통상실시권자는 신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구 특허권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
다.427) 라이선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실시허락 계약서에 라이선시의
동의없이 특허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 제3자가
라이선서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제3자로 하여
금 라이선시에게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서면약정을 라이선서와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28)
한편, 일본에서는 특허권을 양수한 제3자 등이 라이선시에게 특허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라이선시가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
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조항, 즉 당연대항제도 도입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검
토를 하여 왔다.429) 다만, 라이선시가 구 특허권자와 체결한 특허발명 실시허락 계약서만을
가지고 신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청에 등록이라고 하는 공시(公
示)방법을 통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에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에 의할 경우에만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미등록된 상
태에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약서만을 가지고 신 특허권자에게 대항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등록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430) 특허발명 실시허락
427)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7년 제3판, 668면.
428) 한지영, 앞의 논문, 113면.
429) 山本 崇晶, ライセンサー倒産時等のライセンシーの地位の保護: 知的財産ライセンス契約の保護-ライセンサー
の破産の場合と中心に-, 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編, 雄松堂出版(2004년), 69-70면.
430) 山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우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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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개인간 계약서일뿐 공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실시계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특허
권 양도계약의 양수인, 즉 신 특허권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자
가 특허권자의 협력을 얻어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등록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구 특허권자의 협력 없이 계약서만 가지고
실시권자가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간이 등록제도’의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검토
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431)

다. 일본특허법상의 신통상실시권등록제도
(1) 파산법 개정에 의한 라이선시의 보호
통상실시권의 현행 등록절차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면, 현행 등록절차는 포괄적 상호라이
선스 계약이나 다수의 특허를 라이선스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록비용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라이선서의 파산에 대한 실무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라이선서가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일본파산법 제53조 1항432)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제
권을 행사할 때에는 라이선시는 통상실시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경업하는
타사에 해당 특허권을 양도하면 해당 경쟁사로부터 특허권침해를 제기당할 우려마저 생긴
다.433) 일본 신파산법은 지식재산 라이선스계약의 라이선시보호에 관한 방법으로서 (i) 라이
선스 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입법을 하는 방향, (ii) 라이선스계약의 영역에 있어서 파산
관재인의 해제권이 제약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가고 있다. 한편, (iii) 통상실시권등록제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라이선시를 보호한다(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인정하
지 않는다)라는 방향은 많은 법제도의 기본에 관한 문제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과
권자가 실시계약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할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이를 협력할 것을 제도화하면 라이선스 거래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특허권 양수인을 위하여 모든 실시권
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과연 이에 부응하는 실
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실시계약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라이선시를 보호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라이선시가 ‘자신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계약서를 통해 주장 및 입증하면, 실시계약서에 규정된 기간 및 내용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권리자가 된 신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허실시계약의 거래 촉진 또는 통
상실시권 등록을 위한 비용과 관련된 효율성 측면에서도 미등록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신 특허권자에 대한 대
항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山本 崇晶, 앞의 논문, 78-9면.
431) 일본에서 2004년 파산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된 대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안도
여전히 등록료 부담, 실시내용 공개, 실시권자 단독의 등록 가능성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古川 靖之、“エ
レクトロニクス․IT 業界におけるライセンス契約と破産等の関係について”、知的財産ライセンス契約の保護-ラ
イセンサーの破産の場合と中心に-、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編、雄松堂出版, 2004년, 52-3면; 한지영, “라이선
서의 파산과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산업재산권」제27호(2008.12), 114면.
432) 일본 파산법 제53조 (쌍무계약) 1.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파산절차 개시 시에 있어 함께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고 있지 않은 때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제를 하고 또는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
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을 할 수 있다.
433) 일본 會社更生法 제61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갱생형 파산처리절차에서는 파산의 경우와 달리 계
약의계속이 갱생회사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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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써 계속논의 중에 있다.
라이선시가 등록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 파산관재
인이 실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개정 파산법 제56조 제
1항434)에서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은 ‘미등록’ 라이선시에 대해서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규에
서 ‘등록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은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제한하기 위한 권
리 보호요건이다.435) 일본의 경우 특허법에서 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허
라이선스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라이선서의 도산시 라이선스계약의 보호방안으로는 대항요건을 대비한 라이선시만이
라이선서의 도산 후에도 보호된다는 대항요건 접근방법과는 별도의 미국도산법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실시계약이 미이행으로 간주되면, 연방파산법 11 U.S.C. 제365(a)
조436)437)가 적용된다. 즉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이행 부분을 이행할 것인지, 아니
434) 일본 파산법 제56조(임대차계약 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임
차권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파산자의 상대방이 당해 권리에 관
한 등기, 등록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전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435) 山本 崇晶, 앞의 논문, 85면.
436) 11 U.S.C. §365(Executory contracts and unexpired leases)
(a)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s 765 and 766 of this title and in subsections (b), (c), and (d) of this
section, the trustee, subject to the court approval, may assume or reject any executory contract or
unexpired lease of the debtor. (이 법 제765조 및 제766조와 본 조 (b)항, (c)항 및 (d)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미이행계약 또는 기간 만료 전의 임대차를 인수하거
나 거절할 수 있다).
437) 미국에서 미이행계약의 처리에 대해서는 파산법 제365조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85년 Lubrizol 사건에서
채무자인 라이선서가 파산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라이선시의 지위를 인정할 입법적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1988년 11 U.S.C. 제365조(n)항을 추가한 “지적재산파산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
로는 서재권, 앞의 논문, 30-32면 참조.
참고로 11 U.S.C. 제365조(n)항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자의 지위에 있는 미이행계약을 관리인이 거절한 경우에 그 계약에 의한 사용권자는
하기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다.
(A) 그 계약조건, 파산법 이외의 관계법규 또는 사용권자와 다른 제3자(광의)와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인의 거
절이 사용권자에게 계약을 종료시킬 권리를 인정하는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
(B) 그 사건이 개시되기 직전의 권리와 같은 지식재산권(파산법 이외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한도에서
그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포함)상의 권리(그 계약상의 전용권에 관한 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포함하나 파산법
이외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특정한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한 기타의 권리를 제외)를 그 계약 또는 보충계약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
(ⅰ) 그 계약기간,
(ⅱ) 사용권자가 파산법 이외의 관계법규에 의한 권리의 행사로서 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
(2) 사용권자가 본 조 (1)(B)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A) 관리인은 그 사용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B) 사용권자는 그 계약기간 및 본 조 (1)(B)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한 기간 동안 그 계약에 의하여 지
급할 모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C) 사용권자는 다음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ⅰ) 그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파산법 이외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가질 수 있는 상계권
(ⅱ) 그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이 법 제503조(b)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
(3) 사용권자가 본 조 (1)(B)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때에 관리인은 사용권자의 서면
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 273 -

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것인지 판단하여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채무자가 미이행 계약
으로 간주받기 위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이행되어야 할 모든 부분을 치유하거나 치유할 것
임을 보증하도록 하고, 반대로 미이행 계약으로 될 것을 거절하면 당해 계약은 채무자가 파
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에 계약 위반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때 실시계약의 상대방인 라이선
시는 계약의 미이행 부분의 이행 청구를 포기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계약 상대방(라이선서)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438) 미국도산법 접근방법은 라이선서도산시의 라이선스계
약 처리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의향을 존중하고 (i)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계약의 존속, (ii)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거절하고 라이선시가 이것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계약종료, (iii)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거절했지만 라이선시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이선시가 보호되는 권리의 범위를 한정하고 당사자 쌍방에 배려한 절충적 해결을 입법적
으로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이선스계약의 법적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라
이선서의 도산시 라이선스계약의 파기를 법원이 인정한 Lubrizol 사건 직후의 미국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이선스계약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88년 미국연
방도산법 개정 경위와 그 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도산법 접근방법의 장
점은 (i)라이선스계약의 보호와 도산절차 목적의 조화의 의미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ii) 계약당사자의 의향을 중시하고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으로 교섭을 촉진하는 것에 의
해 복잡한 계약유형인 라이선스계약을 보다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iii) 보호
를 받기위한 라이선시의 추가적 부담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라이선스계약의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 (iv) 라이선서(파산관재인)을 특정이행에 관계되는 채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산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특허법 개정에 의한 라이선시의 보호
일본 특허법 제99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은 그 등록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 혹은 전용실
시권 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여 라이선시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 그 계약 또는 보충계약에 의하여 정한 한도에서 관리인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그 실시를 포함)을 사용권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다른 제3자(광의)에게서 지식재산권(또는 실시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 계약 또는 보충계약에서
정한 지식재산권(그 실시를 포함)에 대한 사용권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4) 관리인은 그 계약을 거절할 때까지 또는 그 계약을 거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권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
에 의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그 계약 또는 보충계약에 의하여 정한 한도에서 하기 (ⅰ) 또는 (ⅱ)의 행위를 해야 한다.
(ⅰ) 그 계약의 이행
(ⅱ) 관리인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파산법 이외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실시
를 포함)을 사용권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B) 다른 제3자(광의)에게서 지식재산권(또는 실시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 계약 또는 보충계약에서
정한 지식재산권(그 실시를 포함)에 대한 사용권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438) 김선정, “지적재산권소유자의 파산과 실시(사용)권자의 보호,” 「비교사법」 제12권 4호(2006), 6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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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특허권이 소유권 등의 물권과 마찬가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며 특허권에 대
하여 설정된 통상실시권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계
의 안정을 위하여 특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정등록을 하면 라이선서로부터 특허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439) 또 라이선서가 파
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통상실시권의 설정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파산법 제56조)440)
때문에 라이선서가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일본파산법 제53조 제1항441))의 규정에 의거
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라이선시는 통상실시권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
인이 경업하는 타사에 해당 특허권을 양도하여 해당 경쟁사로부터 특허권침해를 제기당할
우려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442)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설정등록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일본특허청의 2006년 지
적재산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 존재하는 특허권 관련 통상실시권의 총 수는 약 10만
건으로 추계(推計)되지만 현존 등록건수는 1315건으로 등록률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i) 설정된 통상실시권의 내용이 공개되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ii) 통상실시권이 등록되면 특허권의 처분 등이 제약받으며, (iiI) 복수의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경우 특정라이선시에게만 설정등록을 인정할 수 없으며, (ic) 나아가
다수의 특허권을 대상으로 하는 크로스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의 경우 특정 기술분야
의 특허권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형태를 취할 때에는 계약 자체에서 특허권을 설정하기가 곤
란하여 고액의 등록비용ㆍ등록에 요하는 사무부담을 강요당한다”443)고 열거되고 있다.444)
한편 우리 통합도산법은 일본 파산법 제53조 및 제5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며, 다만 지식재산권법에서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이 등록되면 그 등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18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상표법 제58조). 이와 관련하여 향후 통합도산법의 개정을 통
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면 이 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445)

439)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4면.
440) 일본 파산법 제56조(임대차계약 등) 1.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임차권 그 밖의 사용 및 수익을 목
적으로 한 권리를 설정한 계약에 관하여 파산자의 상대방이 해당 권리에 대해 등기, 등록 그 밖의 제3자에 대
항한 것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전항에 규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441) 일본 파산법 제53조(쌍무계약)
1.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파산절차 개시 시에 있어 함께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고 있지 않은
때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제를 하고 또는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을 할 수
있다.
442)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4면.
443) 竹田 稔, .특허라이선스계약의 보호와 공증제도의 활용.: 知的財産ライセンス契約の保護-ライセンサーの破産
の場合と中心に-, 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編, 雄松堂出版(2004년), 177면.
444) 윤선희, “일본의 통상실시권 등록 제도,” 「창작과 권리」2009년 봄호(제54호)(2009.3), 147면.
445) 한지영, 앞의 논문,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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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정통상실시권등록제도
(1) 개요
특정통상실시권등록제도란 일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하‘산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이러한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라고 한다)에 있어서 통상실시
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도를 말한다.446)
특정통상실시권등록제도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의 특허번호 또는 실용
신안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허락계약(소위 ‘포괄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통상실시권자의 사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
정통상실시권허락계약」(산활법 제2조 제20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특정통상실시권등록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대항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된다(산활법 제58조).
실제 산업계의 라이선스 계약 실무에서는 ‘포괄 라이선스 계약’이 폭넓게 체결되고 있다고
한다.447) 이 포괄 라이선스 계약은 허락대상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이 특허 번호나 실
용신안등록번호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
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으로는 사업 전략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448) 그 결과 포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라이선시는 해당
라이선스에 관계된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라이선서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거나, 라이선서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제3자로부터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거나, 해당 포괄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
한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문제의 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449)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등록제도의 이용이 곤란한 포괄라이선스계
약에 대하여 계약대상특허권을 일괄하여 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대항력을 인정하는 라이선스
계약등록제도의 신설함으로써 포괄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라이선시의 사업 활동을 보호하
려고 한 것이 신통상실시권 등록제도로서 이를 “특정통상실시권등록제도”라고 한다.450)
다만, 본 제도는 특허법상의 등록 제도로는 그 등록이 곤란한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기 위
한 보완적 제도에 불과한 것이고, 새로운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아니기 때문에 통상실시권
의 성립,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의한다.451)

446)
447)
448)
449)
450)
451)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윤선희, 앞의 논문, 156-160면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okutei/tokutei1.html(2009.10.5. 방문).
윤선희, 앞의 논문, 157면.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okutei/tokutei1.html(2009.10.5. 방문).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okutei/tokutei1.html(2009.10.5 방문)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tokuteitujyojissiken.htm(2009.11.1 방문).

- 276 -

(2) 구체적 내용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 제도’란 일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통
상실시권 허락낙 계약’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비치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
에 등록하면, 해당 통상실시권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구비할 수 있다. 일반적 등기․등록 제
도와는 달리, 등기․등록 사항이 전부 공개되지 아나하며 계약내용이 비밀취급될 것이 요구
되고 있는 특허권 등의 거래 실무의 위상을 감안하여, 동제도는 비밀취급이 특히 강한 통상
실시권의 내용 및 라이선시의 명칭, 소재지 및 통상실시권의 내용은 일정한 이해관계자에게
만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는 포괄라이
선스계약에서 설정된 통상실시권(법인 간에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허락대상특허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특정된 계약에 의해 설정된 통상실시권을 말한
다. 또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이라 함은 이하의 4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산활
법 제2조 제27항)
(i)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등.
라고 한다)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
(ii) 법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
③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약
④ 허락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의 모든 특허 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 번호(이하 .특허 번호
등.이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계약
‘특정통상실시권허락계약’452)을 국가에서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통상실시권
은 그 후에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
며 등록사항은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명, 계약내용, 존속기간, 지역, 대상외 특허권’ 등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라이선서명, 등록건수’만이 개시되어 해당 특허권의 양수인도 양도 후가 아니
면 라이선시명의 개시를 받을 수 없다.453)

452) 이 법률에서 ‘특정통상실시권허락계약’이란、법인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가 다른 법인에,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전
용실시권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관한 통상실시권(제6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제외하여, 이하 단지
‘통상실시권’이라고 한다.)을 허락한 것을 내용으로 한 서면[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
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한 것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이고,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
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동일하다]으로 된 계약이
고, 해당 서면에 허락의 대상으로 된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계된 특허 번호[특허법
(1959년법률 제121호) 제66조 제3항 제6호의 특허 번호를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또는 실용신안등록 번호[실
용신안법(1959년법률 제123호) 제14조 제3항 제6호 또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3년 법률 제26호)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었던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실용신안법 제14조 제3항의 등록 번호를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가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산활
법 제2조 제20항).
453)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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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통상실시권등록부
특정통상실시권등록부에는 등록신청 등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산활법 제59
조 제3항):
（i） 등록의 목적
（ii） 특정통상실시권허락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
（iii） 특정통상실시권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소재지
（iv） 특정통상실시권허락계약에 있어서 허락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
（v） 특정통상실시권허락계약에 있어서 설정행위로 정하고 있는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
용신안의 실시범위
（vi）신청의 접수년월일
（vii）등록의 존속기간
（viii）등록번호
（ix）등록의 년월일
（x）등록대상외 등록
또한 특정통상실시권등록부에 등록되는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등록번호 제1454)－1호455)
등록번호 제1－2호
등록번호 제2－2호

(나)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관한 통상실시권 등록 신청절차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산활법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령, 특정통상실시권등록령시행규칙, 동 규칙 양식, 방식 심사 편람에 근거하
여 절차를 신청하면 된다.456)
특정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관한 통상실시권등록의 신청절차에 관해서는 산활법 제60조
제1항 및 특정통상실시권등록령 제8조457)의 규정에 따라 등록 권리자인 특정 통상실시권자
와 등록의무자인 특정통상실시권 허락자와의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동 명령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무자의 허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
454) 여기서 번호「1」은 특정통상실시권허락자을 식별하는 의미를 가진다.
455) 여기서 번호「1」은 특정통상실시권자를 식별하는 의미를 가진다.
456)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tokuteitujyojissiken.htm(2009. 11.5. 방문).
457) 제8조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권리자 및 등록 의무자가 공동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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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458)
특정통상실시권허락계약에 관한 통상실시권 전부의 이전등록은 당해 통상실시권을 이전하
는 자 및 당해 통상실시권의 이전을 받는 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산활법 제60조 제2항).

(다) 등록대상외 등록
등록대상외 등록 제도는 허락 대상의 특허권 등은 특허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특정되기 때
문에 특정한 특허권 등이 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러면 허락의 대상이 아닌 특허권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등록상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
로 특정통상실시권 등록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이 등록
대상외 등록이다(산활법 제63조).459)
(i) 이 등록에 의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려고 한 제3자(양
수인)에 있어서는 등록대상외 등록이 행해지는 것에 의하여, 취득하려고 한 해당 특허권 등
에 관한 통상실시권이 특정 통상실시권등록되고 있는지 유무를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서
확인할 때, 해당 특허권 등이 등록대상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득 후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특허권 등을 안심하고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특정통상실시권자에 있어서는 등록대상외 등록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내용 중 대상으로 된 특허권 등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실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
(iii) 등록대상외 등록의 신청절차는 특정 통상실시권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특정통상실시권등록부에 관한 열람․교부청구
특정통상실시권등록는 등록사항의 일반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히 비밀취급의 필요가
높은 특정통상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의 내용을 특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해관계
인에게만 공개를 한정하는 단계적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증명서의 공개범위는 다음 표
와 같다.
458)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tokuteitujyojissiken.htm(2009. 11.5 방문)
459) 제63조(등록 대상 외국인등록) ① 특정 통상실시권자는 특허청 장관에 대하여, 그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
약에 관계된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자의 특정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자의 특정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해
당 특정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이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에 관계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의 기록에 다음에 언급
한 사항을 기록한 것에 의하여 행한다.
1. 특정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상이 아닌
취지
2.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상이 아닌 통상실시권에 관계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계된
특허 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 번호
3. 신청의 접수의 연월일
4. 등록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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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증명서의 공개범위＞
공개사항증명서

등록사항개요증명서

등록사항증명서

○

○

○

×

○

○

×

×

○

(4) 실시범위

×

×

○

(5) 등록의 존속기간

○

○

○

(6) 등록의 년월일

○

○

○

(7) 등록대상외등록

○

○

○

특정통상실시권허락자의

등록당사자등 또는

(1) 특정통상실시권허락자의
명칭・소재지
(2) 특정통상실시권자의 명
칭・소재지
주 요 (3) 허락대상의 특허권등을
등 록특정하기 위한 사항
사항

공개청구권자의 범위

일반공개(누구라도)

특허권등을 취득한 자 대항관계에 있는 제3자

(3) 특허법상의 신통상실시권과 산업활력재생특별법에서의 신통상실
시권과의 관계460)
현행 우리나라나 일본 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그 권리 및 권
리이전 등을 특허권의 승계인 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수반하는 등록이 필요하다
는 전제 하에 특허권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특허법 제27조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의 체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
는 처분의 제한”은 “특허청에 비치된 특허원부에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특허등록령 제45조
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 설정해야 할 통상실시권의 범
위, ⓑ 등록 원인에 대가의 금액 또는 그 지불방법이나 시기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
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게 된
다.461)
그리고 상기 등록사항은 일본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해 누구라도462) 특허청장에게 증
명, 등본 혹은 사본의 교부, 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463) 그러나 전술
460) 윤선희, 앞의 논문(주?), 161-166면.
461) 전용실시권에 대하여도 동 령 제44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462) 특정통상실시권허락자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양수인 등은 ‘특정통상실시권허락자’, ‘특정 통상실시권의 존속
기간’, ‘등록대상 외국인등록록의 특허 번호 등’ 및 ‘특정 통상실시권자’에 관하여, 등록사항 개요 증명서의 교
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증명서의 교부 청구의 때에 교부 청구인의 특허권이 등록대상외 권리번호란에 등록되
어 있는 경우등(산활법 §64② 참조)은 교부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463)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관계된 열람.교부 청구는 등록 사항의 일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히 비밀
의 요구가 강한 특정통상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의 내용을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특정한 이해관계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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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설정된 통상실시권의 내용이 공개되면 로열티 조건이나 기업이 그 보유특허권
에 대하여 어느 기업과 라이선스하고 있느냐 자체가 기업비밀인 경우가 있어 기업의 지식재
산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적재산정책부회에서는 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의 활용을 위하
여 현행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ⅰ)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대가의 금액’을 제외하
는 것, ⅱ) 등록기재사항의 개시(일본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는 일반
적으로 개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 통상실시권자의 성명등 ⓑ 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
간, 내용등)는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하고 특정한 이해관계인에게만 한정적으로 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방향은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양도인의 영업비밀이나 사업전략, 채무자의 프라이버시
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채권양도등기시항 중 양도에 관련된 채권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인
‘채무자의 성명, 채권의 발생연월일, 채권액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동법 제11조).
개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의거한 포괄라이선스계약에 관련된 특정통상실시권 등록제
도에서 기업비밀이나 기업전략 보호의 견지에서 라이선서의 명칭 및 등록건수만을 일반적인
개시사항으로 하고 라이선시명이나 그 권리범위 등의 개시를 일부 이해관계인에게 한정하기
로 한 것이다.464)465)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상실시권 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특허등록령이라는 정령으
로 정하고 있으며, 가통상실시권 등 등록제도에 관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8년 법률 제16호)은 동년 4월 18일에 공포된 것으로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법
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다.466)
2008년 개정특허법은 등록사항의 공개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86조 제3항으로 다음 항을
추가하는데 “특허청장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동항 본문의 청구에 관련된 특
허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 중 자기테이프로 제조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통상
실시권 또는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가전용실시권자 또는 가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증명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 또는 가

를 한정한 단계적인 공개제도를 설치한 것이 되었다.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양수
인 등은, 특정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등록 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특허청에 청구한 취지 등이 기재된 배달증
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 증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모든 등록 사항이 등
록되어 있는 등록 사항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다.
464) 産業構造審議.知的財産政策部.特許制度小委員. 通常.施.等登.制度ワ.キンググル.プ通常.施.等登.制度ワ.キンググ
ル.プ報告書, 28면;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9면 재
인용.
465)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wg01_shiryou.htm(2009.10.5. 방문).
466)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wg01_shiryou.htm(2009.10.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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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경
우로 정령으로 정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467) 그
러나 개정특허법에 앞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해 마련된 ‘특정통상실시권등
록제도’에서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는 포괄라이선스계약에서 설
정된 통상실시권을 국가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일본특허법 제99조의 등록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며(산활법 제58조 제1항ㆍ제2항) 그 후에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
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의 등록사항은 등록의 목적,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의 명칭ㆍ소재지, 허락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실시 범위, 신청접수연월일, 등록의 존속기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동법 제59조 제3
항)468)이며, 그 외에 등록대상외 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등록대상이 된다(동법

제63

조 제1항).469)
그리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공개사항증명서의 범위인 라이선시의 명칭ㆍ소재지, 허락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실시 범위를 제외한 사항(산활법 제64
조 제1항)470)만이며 라이선시명과 해당 통상실시권의 내용 등 중요사항은 개시되지 않는다.
또 특허권의 양수인 등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일지라도 그 자격취득 후에 상기 증

467)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kaisei/kaisei2/tokuseirei_h210401.htm (2009.1.8. 방문).
468)제59조(특정 통상실시권 등록) ① 특허청에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를 비치한다.
②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디스크(이것에 준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해 두는 것을 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로서 제조한 것을 할 수 있다.
③ 전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의 등록(이하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이라고 한
다)은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의하여 행한다.
1. 등록의 목적
2.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에 있어서 허락의 대상으로 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특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한 것
5.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에 있어 설정 행위로 정한 특허 발명의 실시 또는 등록 실용신안의 실시
를 한 범위
6. 신청의 접수의 연월일
7. 등록의 존속 기간
8. 등록 번호
9. 등록의 연월일
469) 제63조(등록 대상 외국인등록) ① 특정 통상실시권자는 특허청 장관에 대하여, 그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
약에 관한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자의 특정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자의 특정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특정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포
함한다)이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에 관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70) 제64조(등록 사항 증명서 등의 교부) ① 누구라도 특허청 장관에 대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
어 있는 사항(제59조 제3항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 언급한 사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동일하다)의
열람 또는 복사(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 디스크로서 제조된 경우에는, 해당 자기 디
스크로서 제조된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사항을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이지만 열람
또는 복사) 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한 서면(제69조 제1항 제2호에 있어 ‘개시 사항 증명서’라고 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것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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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항에 라이선시의 명칭ㆍ소재지를 기재한 등록사항개요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데
불과하다. 허락대상특허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나 실시 범위를 기재한 등록사항증명
서는 등록당사자 및 등록령에서 정해진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는 산활법 제64조 제2항에 규
정된 이해관계인일지라도 등록된 라이선시에 대하여 등록사항증명서의 개시청구를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동 서면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동조 제4
항471).472)

(4) 소결
당연대항제도(当然対抗制度)는 민법일반원칙과의 관계에서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거래의 당사자는 일반 공중이 아니라 특허제도에 정통한 사업자인
점, 현재 실무에서 적정평가절차(due diligence)473)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
의 안전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에서 적정평가절차(due diligence)를 통하여 라이선스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평가되고,
적정평가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관행으로 성립되어 있다면 당연대항제
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 법제도와 다른 예외적 법제도 도입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필요하다. 즉
당연대항제도를 도입․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격이 과연 특허권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해
당하는 가?, 둘째, 통상실시권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경우, 당해 주
장을 함에 있어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셋째. 요구되어지는 수준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제3자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등록이 곤란하
다는 사실상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상황에 맞은 적극적인 이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법상 일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위해서는 특허권 양수인과 라이선시(licensee)
쌍방의 실무적 요구와 이론적 설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적 설명과 관련하여, 유

471) 전항에 언급한 경우 외 제2항 각호에 언급한 자는 각각에 관계된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자의 특정 통상실시
권 등록에 있어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에 관계된 등록 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특허청 장관에 대하여 청구한 취지
를 통지한 경우는, 해당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정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어, 특허청 장관에 대
하여, 해당 등록 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해당 교부의 청구의 때에 있어, 해당 특정 통상실
시권 등록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그 취득, 압류 또
는 가압류 또는 그 질권의 목적으로 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전조 제1항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부에 기록되고 있는 사항에 관
해서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472) 福田知子ㆍ西田英節, “特許權等の一部お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NBL, No.884(2008.7), 41～42면.
473) 물품·권리 구매, 투자, M&A 등 상업거래 시 행하여지는 권리·기업의 재산적 가치나 상황 등에 관한 각종
조사. 본문에서는 구매 예정의 특허권에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가리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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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물을 전제로 하는 민법은 무체물에 관한 일반법과는 반드시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민법 일반원칙의 예외
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체물을 전제로 하는 통상실시권에 민법상 예외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입법론적 검토
기업의 도산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보호 대책에 관하여는 미국, 일본 을 중심
으로 최근 활발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세계경제는 불황과 회복
을 반복하면서 기업의 파산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과거 최고의 건수를 기록하는 상황 하에
서, 라이선서(licensor) 기업의 도산 등에 의해서 라이선시(licensee)의 입장이 불안정하게 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안정강화」
를 위한 라이선스 보호대책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 BT 분야와 같은
첨단분야의 벤처열풍과 거품이 반복되면서 관련 기업이 많이 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
로 업계측의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진진한 논의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은 쌍방이 이행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도산법에서는 제119조에 쌍무계약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리절차개시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 관리인에게 정리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고 또는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
방이 파산에 달하여 타방당사자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미이행계약의
처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제365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식재산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파산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의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4년 일본은 파산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실시권자의 보
호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미국의 1988년 파산법개정을 모델
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법의 변화는 일본 파산법을 계수해 왔던 우리에게도 시사 하
는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식재산권실시허락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사
업을 중단하는 사례는 빈번하며, 한편으로는 실시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시권자
를 보호할 사회적 상황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구파산법을 비롯하여 우
리나라 특허법 및 저작권법은 많은 점에서 일본법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사실
이다.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이건 일본식이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
다. 또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시를 보호할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
여야 하며, 지식재산거래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라이선스를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래관행의 정착과 미국과 일본식의 법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라이선시의 지위를
보호하여 지식재산 라이선스를 통한 거래관행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474)
474) 통합도산법에서는 기존의 화의제도를 폐지하면서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였고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
으로 선임하던 과거와는 달리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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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보호는 파산 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권리 양
도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 과제가 존재한다. 라이선시의 보호는 라이선시가 제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
우의 라이선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선서가 도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재
편 등에서 라이선서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라이선스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술한대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라이선시의 계약상 지위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
의가 미국, 일본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98년 파산법
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본도
2004년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과 유사한 법조항을 도입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산활법
개정에 의해서 라이선시 보호를 위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 영세소프트웨어개발사업자 등
의 파산이나 사업 중단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와 라이선
스 계약조건 및 이와 결부된 법률관계가 회사 파산시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식재산권자가 파산하는 경우, 지식재산은 파산재단의 구성부분이
되고 실시(사용)권자는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식재산의 보유기업이
설립초기의 기업, 개인기업, 모험기업인 경우에는 파산이나 사업 활동의 중단에 직면할 가능
성이 더 높아진다. 한편 실시권자의 사업이 당해 지식재산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실시허락
자의 파산신청만으로도 실시권자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덩달아 파산하는 경우도 생
길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계속 중인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의 파산에 직면한 경우와 당해 지식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라이선
시의 법적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475) 관련 제도
가. 독점적 라이선스제도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의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수 있다(특허법 제100조 )
또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101조
). 즉 전용실시권은 설정계약과 등록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와 같이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는 전용실시권제도는 일본 및 한국에만 존재
하는 특수한 제도임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제도를
폐지하고 독점적 실시권과 비독점적 실시권이라는 2가지로 정리하여, 모두 계약에 의해 효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해
서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475) 여기에서 말하는 「독점적 라이선스」는 전용실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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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다.
독점적 라이선스에 관한 요구는 업계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업계는 독점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제약
업계는 이용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독점적 라이선스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를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실시
권자의 성명 또는 실시료율 등의 라이선스 관련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
은 경우와 같이 실시권의 등록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
에, 전용실시권은 계약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하는 전용실시권 등록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현행 전용실시권제도는 거래 안전을 강하게 중시하는 제도
이지만, 실무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시대에 적절한 제도인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때에만 등록이 필요한
제도는 민법상 물권의 구조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법적 측면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강한 권리는 밖에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지식재산적 측면에 있어 정보개시에 의한 권리자의 불이익에
대응하여 독점적 라이선스의 개시 사항의 범위를 현행 전용실시권보다 좁히는 것을 검토할
때, 공시시스템이라는 측면과의 타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
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한미 FTA와 상표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
(1) 개요
일본에서의 독점적 라이선스제도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한미 FTA 국내이행을 위한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전용사용권은 공시(公示)를 통해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간의 설정
계약과는 별도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여 상표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전용사용권 발생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고 있다(상표법 제56조 제1항 2호). 그런데 한․미
FTA 지재권 협정문( 8-13)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을 사용권의 권리발생요건이나 권리주장의 요건, 권리유지의 요건으로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므로(상표법 조약(TLT) 제19조도 유사규정) 전용사용권의 설
정․이전․변경․혼동의 경우를 제외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
다는 규정(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2호)만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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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미 FTA의 국내이행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현재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전용사용권은 공시(公示)를 통해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간의 설정
계약과는 별도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여 상표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전용사용권 발생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고 있다 (상표법 제56조 1항 2호).476) 그런데, 미측
은 상표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
하지 않는다면, 상표 사용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없음을 들어 등록요건의 폐지 요
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의 국제적인 상표 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추세와 상표권이 권리
자의 자유로운 이용·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며,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사항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용하였다.477)
미국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를 서면의 증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의 경우에도 서면증서에 의해 작성될 것만을 강제할 뿐 등록을 요구하지
는 않는다. 증서에 의한 양도의 인정이 양도가 이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며 양도의 등
록은 이행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478)

그러나 대항효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479)에서와 달

리 미국 상표법은 사용권 제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양도가 아닌 사용
권 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용권의 설정은 설정계
약에 대한 계약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설정계약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전용사용권 인
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러한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계약의 해석
에 달려있다. 즉 사용권의 설정, 사용권의 실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나 다툼 등 사용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해석에 따른 민사상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중의
상표를 관계회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인 또는 등록출원인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계회사’라 함은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품질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통제하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상표권자의
통제를 받는 자의 경우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용권의 등록에 대한 특
별한 규정은 없다(제1055조, 제1127조). 결국 미국에서는 당사자간에는 물론 제3자와의 관계
476) 일본에서는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 상표법 제30조 제4항, 일본특허법 제
98조 제2항)
477) 또한 최근 개정된 상표법 조약(2006.3.)은 등록이 상표 사용권의 발생, 유지, 권리행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제19조)을 두고 있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양국간에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된 반면, PLT 등에는 관련 조문이
없기 때문에 특허분야의 전용실시권 등록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478) 15 U.S.C.A. sec. 1060.
479) A)It is required to register (record) an assignment of a patent at the USPTO in order for it to b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who are subsequent purchasers for value (bona fide purchaser rule applies
to patent assignments - 35 USC 261 (2002)).
B) It is not required to register (record) a license of a patent at the USPTO in order for it to b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no bona fide purchaser defense for licensees under Patent Recording Act 35 USC 26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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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등록(recordation)이 전용사용권 발생의 효력 요건이라든지 제3자 대항요건으로 작용
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로 상표 사용권 제도가 활성화되고 상표 사
용권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긴밀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
려된다. 상표 사용권의 등록제도는 “공시(public notice)”를 통해 권리자 및 권리관계의 변동
을 명확히 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사용권 등록
제도가 폐지되어 사용권(특히, 전용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
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사용권을 재설정할 경우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미 FTA 18.8의 13.에서는 “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등록을 사용권의 권리발생요건이나 권리주장의
요건, 권리유지의 요건으로 등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등록제도 자체
를 폐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한ㆍ미 FTA의 국내이행을 위하여는 등록을 사용권의 권리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은 폐지하되, 전용사용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등록의 대항효를 인정하는 방
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실시허락 의사의 등록제도 (license of right: LOR)
가. 실시허락 의사의 등록제도의 의의
일본의 경우에는 특허공보와 ‘특허유통 DB'의 개재에 의하여 권리양도 또는 실시허락의
의사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공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는
없다.
그런데 영국, 독일에서는 소위 “license of right"(이하 ‘LO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OR제도란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발명에 대해서 제3자의 실시허락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취
지를 선언 또는 등록한 경우에 특허유지료를 일정비율 감액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480) 이
제도는 실시허락의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허의
유통활용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 특허법상 ‘자발적 실시허락의 선언’에 의한 유지료의 감액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자발적 실시허락의 선언’을 하면, 그 독일 국내출원 및 독일에서
유효하게 허여된 특허의 유지수수료는 50% 감액된다. 독일 특허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480) 영국특허법제46조, 독일특허법제23조, 프랑스지적재산권법 제613조의 10. 요금의 할인율은 영국 및 독일의
경우 50％, 프랑스가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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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또는 독일특허청의 등록부에 특허권자로서 등록된 자가 독일특허청에 상당의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누구라도 그 특허발명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
우, 그 선언이 수리된 후의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특허의 유지수수료는 요금표에 표시된 금
액의 50%로 감액된다.
주특허에 대하여 그러한 선언을 한 경우, 그 선언은 그 주특허뿐만 아니라 주특허에 대한
모든 추가적 특허에도 유효하다. 이 선언은 특허등록부에 기재되고, 특허공보에 공고된다.
그런데 독일특허법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자발적 실시허락의 선언’은 특허권자에 대하
여 그 발명을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특허청에 대하여 서면
을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언의 취하는 그 특허출원일부터 유효하다.
독일특허법 제23조의 ‘자발적 실시허락의 선언’의 개념을 이용하면, 독일에서 유효한 특허
의 포트포리오의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 특허가 선언시점에서 특허권자
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성이 크지 아니하거나 각종 실시희망자에게 실시허락을 행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제도이다. 또 이 ‘자발적 실시허락의 선언’ 하의 포트폴리오의 각종
특허가 나중에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선언을 취소함으로
써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단 제3자가 그 선언을 이용한다는 신청을 행하기
전에 한함).

나. 입법론적 검토
개방특허의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특허의 유
통․활용의 촉진에 한다는 점에서 고안된 것이다. LOR제도는 기업에게 있어서 요금 감면에
따른 경제 효과는 크기 때문에 대부분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LOR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장점 및 단점과 제도이용자의 의식 등이 면밀한 조사
를 통하여 LOR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나 LOR 제도가
라이선스의 수요가 없는 특허의 유지 수단 또는 요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제도가 이용되어,
실제로는 유통 촉진과 연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LOR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로
열티의 설정 방법 또는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회계 전체에 대한의 충격이나, 기존의 특허에
대한 경과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특허출원단계에서의 조기 활용 -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
가. 서언
현행 특허법 등에서는 출원 중인 발명에 관해 라이선스를 등록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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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받은 라이선시는 해당 발명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481) 또한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라이선시는 대항요건을 구비
할 방법이 없고, 파산관재인이 라이선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482)
이와 같이,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국 라이선시 입장에
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
이나 대학 TLO 등에서 발명이 라이선스 되기를 바라더라도 상대방이 대기업이라면 해당
리스크를 가져가기를 꺼려할 것이며, 결국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 자체를 양도하게 되는데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다.4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가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체결 시점과 통상실시권 등록의 시점이 달라서 절차상 번잡하고, 실무상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484)485)
또한 최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감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매, 라이선스, 담보 및 신탁 등, 특허출원단계에서의 조기활용에 대한 필요성
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특허권과 같은 등록․공시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항가부를 포함한 권리상태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특허권과는 달리 질권설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에 비
하여 자금조달방법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권리변동의 등록․공시제도를 도입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과한 질권설정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
되고 있다.

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발명의 완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며, 권리능력을
가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능한 재산권이다.
발명은 창작행위이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일정

481) 윤선희, “일본의 통상실시권 등록 제도,” 「창작과 권리」2009년 봄호(제54호)(2009.3), 140면.
482) 그러나 특허권을 취득한 후에 특허권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였다면,
파산관재인이 라이선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일본 파산법 제56조 제1항과 차이가 존재한다.윤선희, “일본
의 통상실시권 등록 제도,” 「창작과 권리」(2009.3), 141면.
483) 일본(日本)特許庁, ｢通常実施権等登録制度の見直しに係る論点について｣, 平成19年7月, 5면.
484)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wg01_shiryou/shiryou04.pdf(2009.1. 8. 방문).
485) 윤선희, 앞의 논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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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법은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특허권
발생까지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출원부터 특허권발생까지 간에 타인

의 모방 또는 도용으로부터 발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발명완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상태를 보호하고 있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공유로 된
다.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48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유
로이 이전할 수 있다.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은 당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실
시의 허락을 할 수 잇는 것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실시허락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특허를 받기 전의 권리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직까지
권리화 여부가 불확정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특허법 제37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성을 가진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특허부여 청구라고 하는 공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원전의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487) 또 이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출원공개와 경고를 조건으로 일정요건 하에 보상금청구권
(특허법 제65조)이 인정된다.488)
486)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완성한 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487) 출원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특허법 §38④). 이는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
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88) 일본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등)
1.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된 후에 특허출원에 관계된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고 경고를 할
때는, 그 경고 후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 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그 발명이 특허 발명
인 경우에 그 실시에 대하여 받아야 할 금전액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의 지불을 청구한 것을 할 수 있다. 해
당 경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출원공개가 된 특허출원에 관계된 발명인 것을 알고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 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이 있던 후가 아니면, 행사한 것을 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4. 출원공개 후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취하되거나, 또는 각하될 때,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을 해야 할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 제1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으로) 간주되었다면 기분(더욱 제1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될 때를 제외한다), 또는 제125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할 취지의 심결이 확정될
때는, 제1항의 청구권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5. 제101조, 제104조로부터 제105조의2까지, 제105조의4로부터 제105조의7까지 및 제168조 제3항으로부터 제
6항까지 및 민법(1896년법률 제89호) 제719조 및 제724조(불법행위)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해당 청구권을 갖는 자가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 전에 해당 특허출
원에 관계된 발명의 실시의 사실 및 그 실시를 한 자를 안 때는, 동조 중(속)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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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2항).
이것은 불확정인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이다. 또한 저당권의 설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는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3) 문제의 제기
지식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는 자가 스스로 해당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이를 라이선스계약의 대상으로 하
는 것은 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에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선시가 특허등록 전에 통상실시권
을 등록을 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489)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출원
단계에서의 가전용실시권의 설정ㆍ가통상실시권의 허락과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이러한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490)

다. 가전용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신설491)
(1) ‘가통상실시권’ 및 ‘가전용실시권’ 등록제도의 의의
일본 2008년 개정특허법 제3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거하여 취득해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서
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타인에
게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492) 이러한 ‘가통상실시권’은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라고 있는 것은,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의 날(해)”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489) 또한, 이 제도는 일본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실안신안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무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490)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wg05_shiryou/shiryou021.pdf(2009. 1.9. 방문); 윤선
희, 앞의 논문, 148면
491)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윤선희, 앞의 논문, 148-151면.
492) 일본 특허법 제34조의3(가통상실시권)①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는, 그 특허를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취
득해야 할 특허권에 관하여, 그 특허출원의 원서에 처음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
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것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통상실
시권에 관계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이 있는 때는 당해 가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당해 가통
상실시권을 허락한 자와 당해 특허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록한 가통상실시권을 가지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허락되는 것으로 간
주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통상실시권에 관한 가전용실시권에 대해
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될 때는 당해 가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당해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와
당해 특허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록한 가통상실시권을 가지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그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허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가통상실시
권은 그 특허출원에 관련한 발명의 실시 사업과 동시에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전용실
시권에 기초하여 취득한 전용실시권에 대한 가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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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라이선스 계약을 라이선시의 권리 등록제도에 적용하여 법
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통상실시권은 당초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로서 설정등록에 의해 그 조건이 성취되어 통상실시권이 된다.493).
‘가전용실시권’을 가지는 자(이하 “.전용실시권자”라 한다)가 그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전
용실시권의 설정을 허락한 경우도 동일하다(개정특허법 제34조의3 제3항). 즉 가전용실시권
은 그 특허출원에 관련한 발명의 실시 사업과 동시에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 및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 할 수 있다.
가통상실시권이 허여된 경우에도 출원 중에 출원인에 의해 보정(일본특허법 제17조의2)이
나 분할(동법제44조)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보정은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므로(동법 제17조의2 제3항), 보정에 의해 새로운 특허
청구 범위가 추가된 경우도 포함하여 보정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으로서의 효력을 유
지한다.494) 또 특허출원의 분할에 대해서도 분할은 당초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
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이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기(동법 제44조 제1항) 때문에, 가통상실시권의
범위는 분할 후의 새로운 특허출원에도 미친다. 그래서 2008년 개정특허법은 “특허출원에
분할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해당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와 해당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록한 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해당 특허출원 분할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출원
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거하여 취득해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
및 가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 및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 할 수 있다. ⑤ 가
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분할이 있을 경우는 당해 가통
상실시권을 가진 자(당해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와 당해 특허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록한 가통상실시권을
가지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당해 특허출원의 분할에 관한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에 입각해 취득해야 할 특허권에 대해 당해 가통상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해 설정행위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⑥ 전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한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
허권에 대한 가전용실시권（이하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한 가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경
우, 당해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한 것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한 특허권
에 대한 가전용실시권（이하 ‘원특허출원에 관한 가전용실시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취득한 전용실시권에 대
한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당해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한자와 당해 원특허출원에 관한 가전용실시권을 가지
는 자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한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당해 새로운 특허출원
에 관한 가전용실시권에 기초하여 취득한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당해 가통상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해 설정행위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⑦ 가통상실시권은 그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을 때, 그 특허출원이 포기되고 취하
되거나 혹은 각하되었을 때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⑧ 전
항에서 정한 경우 외에, 전조 제4항의 규정 또늕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통상실시권은 그 가전용실시권
이 소멸한 때 소멸한다. ⑨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통상실시권에 준용한다.
493) 그럴 경우 가통상실시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록 취급은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에는 규정되어 있
지 않지만 본 제도의취지에 비추어보아도 후에 기술할 특허등록령 개정사항의 하나로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허락되었다고 간주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竹
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6-17면; 福田知子ㆍ西田英節, .
特許權等の一部お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NBL No.884(2008.7), 40면.
494)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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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의 설정행위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34
의3 제5항)495)39)고 규정되어 있다.496) 그러나 계약에서 이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
지만(동법 제§34의3 제5항), 그 약정이 등록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497)
일본특허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그 권리에 의거하여 취
득해야 할 특허권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전용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498) 가전용실시권의 설
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장래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 특허권에 대하여 행하여진
다. 가전용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가전용실시권자는 그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그 점은 가통상실시권이 제3자 대항요건인 데 비하여 가전용실시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그 등록을 한
때에는 가전용실시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
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일본 특허법 제34조의4 제1항). 그리고 가전용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전
용실시권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 제
34조의2 제2항). 이는 가통상실시권제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499) 가전용실시권의 범위,
보정ㆍ분할과의 관계는 가통상실시권과 마찬가지다. 다만, 전용실시권은 독점배타성을 가지
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의해 그와 같은 권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가전용실
시권은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물권적인 성질을 가지는 권리라 하겠다.500)
495) 가통상실시권에 관계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분할이 있던 때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을 갖는 자(해당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와 해당 특허출원에 관계된 특허를 받는 권리를 갖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한 가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분할로 관
계된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계된 특허를 받는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해야 할 특허권에 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
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가통상실시권이 허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 설정 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496) 間庭典之,“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0年法律第16.)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24
면.
497)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6면.
498) 일본 특허법 제34조의2(가전용실시권)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는 그 특허를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취
득해야 할 특허권에 관하여 그 특허출원의 원서에 처음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
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것을 할 수 있다. ② 가전용실시권에 관계된 특허출원에 관하
여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이 있는 때는 그 특허권에 관하여, 해당 가전용실시권의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
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가전용실시권은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 실시 사업이 수반
될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 및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해 이전할 수
있다. ④ 가전용실시권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그 가전용실시권에 입각
해 취득해야 할 전용실시권에 대해 타인에게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가전용실시권에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분할이 있을 경우는 해당특허출원 분할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입각해 취득해야 할 특허권에 대해 당해 가전용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
한 범위 내에서 가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해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있을 경우는 이
에 한하지 않는다. ⑥ 가전용실시권은 그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을 때, 그 특허출원이 포
기되고 취하되거나 혹은 각하되었을 때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멸한다. ⑦ 가전용실시권자는 제4항 또는 35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통상실시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들의 허락을 얻었을 때에 한해 가정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⑧ 제33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은 가전용
실시권에 준용한다.
499) 福田知子ㆍ西田英節, “特許權等の一部お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NBL, No.884(2008.7), 41면.
500)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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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특허법 제65조 제3항에서는 “특허출원인은 그 가전용실시권자 또는 가통상실시
권자가 … 해당 특허출원에 관계된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보상
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통상실시권’ 및 ‘가전용실시권’ 등록효력501)
(가) 등록의 효력(대항력)
특허출원 이후에 가통상실시권이 허여된 경우에는, 가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이하 “가통
상실시권자”라 한다)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와 합의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혹은 가전용실시
권 또는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가전용실시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일본특허법제34조의5 제1항).) 여기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라 함은 가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가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가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권리로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취득자는 가통상실시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없다.502)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자에게 그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실시권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간주된다(일본특허법 제34조의3 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과는 연
속성이 있고 전자는 등록에 의해 특허권을 취득하면 독점배타성을 부여받지만 양자는 권리
의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가통상실시권은 소멸한다(일본특허법 제34조의3 제7항). 그래서 가통상실시권자에게 설
정행위의 범위 내에서(가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
으로 간주된다.50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 가능한 재산권이어서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 신설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 가통상실시권의 대상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
계인은 가통상실시권자의 대항력에 의해 동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 다만, 승계인과 가통상실
501) 일본특허법 제34조의 4및 제35조의 5의 법조문은 다음 표와 같다.
① 가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변경, 소멸
(혼동 또는 제3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
제34조의4(등록의
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효과)
② 전항의 상속 및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① 가통상실시권을 그 등록을 한 때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에 관계된 특허를 받는 권리 또는
가전용실시권 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에 관계된 특허를 받는 권리에 관한 가전용실시권
제34조의5(등록의
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효과)
② 가통상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502)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7면.
503)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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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자와의 사이에 다시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을 변경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 계약내용까지도 당연히 승계되느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504)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이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을 등록하고 공시하는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차압명령에 위반하여 해당 권리를 처분해도 차압채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505)
또한, 특허출원이 포기, 취하, 각하 또는 출원거절의 결정 혹은 심결이 확정될 경우 가통
상실시권은 소멸한다(일본 특허법 제34조의3 제7항). 다만, 포기, 취하에는 등록한 가통상실
시권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동법 제38조의2).

(나) 등록에 대한 효력의 범위
가통상실시권자의 효력의 범위는 최초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
에 대하여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이지만(일본 특허법 제17조의2), 보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보정에 의해 추가된 새로운 특허청구의 범위를 포함하는 보정의 범위 내이며,506) 특허출원
이 분할된 경우도 그 분할된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발명에 미친다.507) 따라서, 가통상실시
권은 대상이 된 특허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가통상실시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게 되어 그 권리가 보호된다. 다만, 그럴 경우 라이선스계약의 내용 그 자체가 당연히 양수
인에게 승계되는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508) 또 파산관재인의 해제권 행
사에 대하여는 일본파산법 제56조 제1항509)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산업
구조심의회의 워킹그룹에서는 전용실시권은 물권적인 것이며 이 조에서 말하는 사용ㆍ수익
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조의 적용은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도 가등기적인 가통상실시권의 단계에서 이 규정 적용을 인정해야
504) 鎌田薰 교수는 .ライセンス契約の.抗と公示. 知的財産硏究所, 247면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
는데, “특허법 제99조에 의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통상실시권은 동법 제78조에서 말하는
통상실시권 이외의 것일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료 채권 등의 계약상의 채권채무에 관해서는 따로 채권양도 또
는 채무인수를 하지 않으면 특허권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게 된다”는 견해와, “허락자와의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 관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도인은 라이선스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
다”는 견해를 언급하고 있다. 후자는 민법의 부동산임차권 대항에 관한 판례(참고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1971.4.23민집25권3호388면 등. 동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임대토지를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데 임차인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
다고 판시함) 통설인 점과 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후자의 견해에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鎌田ㆍ전게 248면
은 후설(後說)은 계약의 대항도 인정하게 되지만 물권변동을 대항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대항하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이라 함].
505)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 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 워킹그룹보고서, .특허권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등의 등록제도 개정에 관하여., 16면.
506) 福田知子ㆍ西田英節, “特許權等の一部お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NBL, No.884(2008. 7), 41면.
507) 間庭典之,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0年法律第16号)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24면.
508)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7면.
509) 제56조(임대차계약 등)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임차권 그 밖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설정한 계약에 관하여 파산자의 상대방이 해당 권리에 대해 등기, 등록 그 밖의 제3자에 대항한 것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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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에 대하여 의문을 드러내는 의견이 있다.510)
한편, 가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특허출원인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포기 또는
취하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에 등록된 라이선시(가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권의 포기(일본특허법 제97조)나 가통상실시권등의 등록 후에는 그 특허출
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가통상실시권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
도록 하였다(일본특허법 제38조의2).

라. 결어
일본 2008년 개정법은 새로운 ‘특정통상실시권제도’의 도입으로 ‘가통상실시권제도’를 신설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그 권리에 의거하여 취득할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출원
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타인
에게 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이루어
진 경우 해당 가통상실시권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혹
은 가전용실시권 또는 가통상실시권에 관련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가전용실시
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
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때에는 해당 가통상실시권자에게 그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가통상
실시권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어 특허
권설정등록 후의 통상실시권 설정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법 개정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는 큰 존재가치를 가지면서 법적으로는 보호
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법적으
로 인정하고 그 보호가치를 강구한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라 하겠다.
이와 같은 등록제도는 지식재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고, 기술이전이 활성화될 것이어서 라
이선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하여 성공한다면 사회적 환
경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
다.

510) 竹田 稔, “新通常實施權等登錄制度の槪要,” Law&Technology L&T, No.40(2008.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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