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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기술이 첨단화되고,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기술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식재
산확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전체출원건수는 2000년
102,112건에서 2007년 172,83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특허 출원증가율이 감소
또는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더 증가하지 않고
매년 170,000건 내외의 출원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내국인의 출원증가율은 2003
년~2005년 동안 매년 16%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 출원증감률은 매년
0% 내외를 유지하면서 출원건수 증가 폭이 감소 또는 둔화하고 있다. 내국인의 출
원건수는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출원건수는 2005년 이후 많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부문의 출원건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면서 증가하고 있다.1)

그림 1 한국 전체특허의 연도별 출원건수 및 출원증가율
* 출처: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11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연구개발지원이나 많은 연구나 실적이 있음에도 기업 특허
1)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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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건수 증감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등
록된 특허의 효용성이 적다고 인식하게 되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한, 연구 결과를 특허로 보호받기보다는 영업비밀로 유지하면서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또는 모든 연구결과를 특허출원하
기보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출원하는 것일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등록받고 등록된 특허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특허만을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회사의 전략상
중요하지 않은 특허는 출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증감률이 높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지
만,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경우 특허의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
아 기술의 이용이나 활용에 있어 불확실하게 되면 출원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허권자의 처지에서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면 연구자나 권
리자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연구한 연구결과물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설비투자를 하고 제품의 생산단계를 마쳤음에도 특허
가 무효가 되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확산을 하지 못
하게 된다.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특허권자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가 되고 무효인 특허로는 패소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게 된다.
일본의 특허 등록과 무효의 관계를 보면 일본의 경우 2005년 지적재산전문법원
이 생긴 이래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기업이 특허권
행사를 단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2) 일본이 미국, 유럽보다 엄
격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채용하였다는 반성과 더불어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적 불
황에 따라 일본 국내 특허출원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3)
일본의 경우 특허무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단념하는
폐해도 발생한다.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더는 기업들이나 연구
자들이 연구결과물을 특허로 보호받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영
업비밀로 보호하게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한 고려로 진보성 판단이 엄격
2) 2009. 4. NHK 특집방송 - 시사공론: “특허제도가 위험하다.”
3) 2010. 5. 17. 日本経済新聞 기사 “특허성립 허들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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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덜해지고 기업활동에 대한 배려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를 연구결과의 보호방안
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인용률에 관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이 70% 또는
80%를 넘는다는 막연한 근사치가 제기되고 있다. 발표된 자료마다 구체적이고 객관
적 분석자료가 다르고 특허 무효율이 각기 다른 실정이다. 특허 무효율이 높은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비교자료 없이 연구자 개인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르
게 판단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에는 71.6%의 무효 인용률(심결 건 기준)을 기록한다
는 연구도 있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효율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무효율에 영향
을 미치는 원인요소를 도출한 후, 합리적인 특허 권리 존속 강화 방안을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번 연구는 주로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한 기존 정책 연구, 학술지 논문 및 인터
넷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에서는 특허의 유효로 인정되는
기준과 특허 무효에 영향을 주는 원인 요소 도출 및 무효율과의 상관관계 분석 후
특허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
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여 특허를 쉽게 무효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요건 판단 이론을 검
토하고 특허 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요소를 도출하고 원인요소가 특허 무효
율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방법을 정리하고, 제2장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국가별 무효 통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
에서는 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 특허권의 안정적 존속
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제6장에서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제2장에서는 각국의 특허무효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제도의 관련 내용에 대한
4) 정차호 등, 특허권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관한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보고서, 2010,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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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별 제도의 내용을 비교한다. 이론적 논의는 진보성 판
단 기준에 관한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틀로서 진보성 연구의 기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합리적인 특허권리 존속강
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각국별 특허 무효 관련 제도와 진보성의 판단 기
준을 연구한다. 각국의 특허무효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 대비가 가능한 각국의 특허 무효율
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각국의 특허 통계율을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과 다른 나라의 특허 무효율을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국가별 특허 무효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특허 무효
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 요소 도출 및 무효율과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각국별 등록
전후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따른 각종 제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여 특허 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원인 요소가 특허 무효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특허권의 안정적 존속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면서 특허권이 안정적
으로 존속될 수 있는 각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예상
되는 문제점 연구를 요약하면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
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국가별 제도의 내용을 비교하여 특허권의 존속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허심판원 선진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심판의
적정과 관련 제도의 개정과 새로운 제도의 기초 자료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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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의 특허 무효 관련 제도

제1절 미국
에서의 주요 절차

1.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

재발행(Reissue), 재심사(Reexamination of Patents) 제도

이 장에서는 미국의 특허 무효와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를 살펴보고 재심사에서
의 절차, 소송을 통하지 않고 화해로 분쟁을 종료하는 경향,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법원 외에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무효와 관련된 주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는 특허 재발행(Reissue)과 특허의 재심사
(Reexamination of Patents)가 있다.
특허권자는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validity)과 집행성(enforceability)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35 U.S.C. 제251조의 재발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미미한 오탈자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35 U.S.C. 제255조의 정정증
명(certificate of correction)을 이용할 수 있다. 35 U.S.C. 제251조에 의하면 특허권
자는 원 특허에 개시되지 않은 다른 발명으로의 재발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그리고 재발행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원 특허의 잔여 존속기간에 한한다. 재발
행되기 위해서는 원 특허가 ‘오류(error)’로 인해 ‘결함(defect)’이 있어야 한다. 그러
한 결함으로 네 가지 유형의 결함, 명세서(specification) 내의 결함, 도면 내의 결함,
과도하게 넓은 청구범위, 과도하게 좁은 청구범위가 인정된다.
특허의 재심사는 등록된 특허에 있는 클레임들에 대해서 USPTO에서 그 특허성
을 재고려하는 절차를 말하며, 재심사 절차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제302조 내지
제307조에 따른 결정계(ex parte) 절차와 제311조 내지 제318조에 따른 당사자계
(inter partes) 절차가 있다. 누구라도 특허성(patentability)에 대해 새로운 실체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재심사해 줄 것을
USPTO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의 가장 주된 제한사항은 무효의 근거로서 인용된
증거들이 특허공보 또는 간행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35 U.S.C. 제301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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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공용 또는 판매 여부는 재심사시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행기술을
제한하는 이유는 심사관으로서는 다른 선행기술보다도 특허공보 또는 간행물에 의
한 심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어느 절차에서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보정
(amendment)할 기회를 가진다(제305조, 제314조).
(b)

결정계 재심사 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어 제3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재심사 절차 개시 후 제3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대두하여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계 절차를 도입하였다. 즉, 재심사에 제3자의 참여 기
회를 확대하여 재심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소송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당사자계
재심사는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과는 무관하게 등록특허의 유효성
(validity)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재심사 절차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재심사의 기초가 되는 선행 자료가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ability: SNQP)를 일으키는지를 결정(제1
단계)한 다음 클레임의 특허성 여부를 실제 재심사(제2단계)하게 된다. 불공정하게
재심사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출원의 심사단계에서 이미 논의 결정된 의견
이 재고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만일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그 유효성에 관한 추정(35
USC 제282조)을 소송 단계에서 복멸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심사 절차에서 제3
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반면 재심사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면 그 결과가 제3자
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3자로서는 이 제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
으며 거의 사용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1999년 AIPA(Americal Invention Protection
Act)에서 "Optional Inter Partes Reexamination Procedure"를 도입하게 되었다. 결
정계 재심사 제도는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재심사
절차 중에서 1단계만 참여할 수 있어서 제3자는 거의 이용 하지 않았다. 1999년 법
개정에서 재심사에 제3자가 참가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다만 재심사 청구는 특허나
간행물에 개시된 선행기술을 근거로 당해 특허의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여야 재심사가 개시될 수 있었다.
당사자계 재심사는 선행기술에 근거해 특허권자가 아닌 누구든 청구하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이 특허권자에게 통보된다. 결정계 절차보다 당사자계 절차에 있어서
특허권자 아닌 제3자인 재심사 청구자에게 재심사절차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을 준다는 것이다. 당사자계 재심사는 재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은 당시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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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던 자료에 의해 추후 실수로 밝혀진 것이 아닌 한 금반언(Estoppel) 원칙
에 따라 추후 어떠한 민사소송절차에서도 다툴 수 없으며, 재심사 과정에서 제출하
였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근거로 동일 특허의 유효성을 이후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청구인은 특허권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응할 기회를 가
지는 반면에[제314조 (b)(3)], 재심사 후 특허가 최종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에 침해소송 등에서 청구인이 재심사 절차에서 제기한 또는 제기할 수 있었던
무효 사유를 근거로 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 금지된다[제315조 (c)]. 동일
한 선행기술을 근거로 한 반복되는 심사로 특허권자를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재심사 절차에서는 원 심사에서 이미 판단된 특허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
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원 심사에서 심사관은 인용된 각각의 참조자료
(reference)를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참조자료와 결합해서도 심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재심사 절차에서 원 심사에서 이미 인용된 참조자료들의 결합으
로 비자명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재심사제도의 개정과 시사점

지난 10년간 결정계 재심사 및 당사자계 재심사 모두 증가추세이다. 미국 특허법
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결정계 재심사 및 당사자계 재심사제도에 대한 변
화로 특허허여 후 재심사 절차를 재정비한 것이다.
미국발명법(AIA:America Invents Act)은 2011년 9월 16일에 미국 대통령의 서명
으로 발효되었다. 특허제도개정 중에서 큰 개정의 하나가 당사자계 재심사제도의
폐지와 당사자계 리뷰(inter partes review) 및 등록 후 리뷰(Post-Grant Review)의
도입이다.5) 결정계 재심사는 그대로 존속한다.6) 미국에서 당사자계 리뷰와 등록 후
리뷰 제도 도입의 이유는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의 이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당사자
계 재심사제도가 적은 이유는 각주에서 보는 바와 같다.7)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5) 이해영, 미국 개정 특허법, 글로벌 IP 트렌즈 2011, 지식재산연구원, 71면.
6) http://www.patentlyo.com/patent/2011/12/re-exam-requests-continue-to-rise.html
7) (i) 미국 특허법 제315조 (c)와 317조 (b)의 에스토펠 조항. 재심사의 결론은, 재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을 심판
단계는 물론, 이후의 재판에 있어서도 구속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유 이외에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재판에서 제기할 수 없다.
(ii) 특허권자가 USPTO의 통지서에 답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인은 심판 단계가 될 때까지 정보를 받지 못한
다.
(iii) 미국 특허법 제314조 (b) (3) 항의 규정은, 청구인에게 30일의 응답 기간 밖에 주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던 상태로 에스토펠을 받는 위험이 있다.
(iv) 재심사 청구의 이유는 선행 특허 또는 간행물에 기초를 두는 이유로 한정된다.
(v) small entity(소기업)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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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당사자계 리뷰와 등록 후 리뷰 제도가 도입되었
다. 새로운 리뷰 제도에 따른 리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BPAI(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를 대신하여, 특허심판부(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가 창설되었다.
2012년 9월 16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당사자계 리뷰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재심
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미국발명법 발효일(2011년 9월 16일)부터 “실질적으로
새로운 특허성의 문제”의 제기 여부에서 “청구인이 이긴다고 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Reasonable likelihood that petitioner would prevail)”의 여부로 기준을 올
려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사 신청 건수가 감소하거나 최소
한 증가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계 리뷰는 누구든지 “reasonable likelihood” 요건을 만족하면 선행 특허나
간행물에 기초하여 특허 클레임의 특허성(신규성 자명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며,
그 심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자 마련된 절차이다(AIA 311-319). 절차의 신청은
등록일로부터 9개월 또는 등록 후 재심절차의 종료일 중 늦은 날 후에 허용된다.
특허권자는 심사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보충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에 있는 출원 심사과정에서의 잠재적인 흠결
을 특허등록 후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AIA 257). 신제도에서의 당사자계
리뷰 제도는 특허의 발행으로부터 9월(등록 후 리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후나
등록 후 리뷰의 종료 후 중 임의의 늦은 기간의 경과 후, 특허의 유효기간 내에 제
3자가 선행특허 또는 간행물을 이유로 특허심판부에 대하여 당사자계 리뷰의 청구
를 할 수 있다. 단, 청구인 또는 그 이익공유인이 클레임의 무효를 주장하여 민사소
송을 제소한 경우 또는, 청구인 또는 그 이익공유인 또는 그 이익승계인이 그 청구
의 이유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스토펠을 받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

§

·

§

등록 후 리뷰는 제3자로 하여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신청으로 특허 클레
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AIA 321-329).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Opposition)이라고 불리는 것에 상당하는 것으로 기재요건을 포함하여 특허성에 관
한 어떠한 근거로도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특허가 발행된 후 9월 이내
§

(vi)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특허는 1999년 11월 29일 이후에 출원된 원출원 특허로 한정되므로, 적용을 받는
특허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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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침해의 방어로써 이용할 수 있는 무효이유(단 Best
Mode를 제외한다)를 이유로 등록 후 리뷰의 청구를 특허심판부에 대하여 할 수 있
다. 단, 청구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청구항의 무효를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소한
경우 또는, 청구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그 청구의 이유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
이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스토펠을 받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이의신청제도가 존재
하다 무효 심판제도로 편입되었다. 이의신청제도는 흠결 있는 특허가 등록된 후 권
리의 지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전에 그 흠결을 발견하여 취소시킴으로써 부실권
리의 존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요건을 보면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
록공고 후 3개월까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청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청구항마다 할 수도 있다. 2007년 7월 1일 자로 특허이의신청제도의 기능이 무효심
판제도에 편입되었다. 이유는 특허이의신청제도의 기능은 특허무효심판으로서 충분
히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미국의 등록 후 리뷰를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신청
으로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고, 9개월 이후의 기간에는 당사자계 리뷰
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의 신청이라면 만일 특허가 무
효가 되더라도 특허를 신뢰한 제3자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
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 생산을 하도록 실시권을 준 경우에 이
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실시자의 특허 무효 여부에 따라 사업의 신뢰성
이 적어지게 된다. 만일 오랜 기간 후에도 특허가 무효로 되어 버리면 특허권이 유
효하다고 전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전계약이나 제품생산계약을 한 경우에
소급적으로 제3자에게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하지만, 앞으로 무효심판제도를 이원화하고 기간을 나누어 심
판절차를 정비한다면 미국의 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1)

연방 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
관할과 심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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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 특허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송은 연방법원의 배타적인 사물
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속한다[28 U.S.C. 제1338조 (a)]. 소송의 예로는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침해소송(patent infringement action)이 있다. 반대로 침해 혐
의를 받는 쪽이 제기하는, 비침해(non infringement), 무효(invalidity), 집행 불능
(unenforceability)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declaratory judgment claim)도 연방법
원의 관할에 속한다.
항소법원은 사실인정(fact-finding)을 위한 수단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
적으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의 변경은,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s of material fact) 없이 법률적인 문제
(matter of law)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특허청구범위
해석으로 제기된 새로운 사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지방법원으로의 환송이 필
요하다. CAFC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패소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심리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기록 이송명령 신청(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신청은 대법원의 재량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
며, 그 재량은 상소에 관련된 법적 문제의 일반적 중요도와 당해 사건의 공적 중요
도에 기초하여 행사된다. 지금까지 극소수의 신청들만 인용됐다.
(2)

특허 무효의 심리 범위와 특허 유효성 추정 규정

미국 법원은 무효 여부 및 침해 여부를 제한 없이 심리하게 된다. 하나의 침해소
송에서 무효로 판결된 특허 청구항에 대해 특허권자는 그 후의 다른 침해소송에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
례이다.8)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가 확인된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의 유효성을
쟁점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되더라도 제3자는
특허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방어수
단으로 특허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특허법은 미국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부여
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는 명문의 규정9)을 두고 있다.
8) Blonder-Tongue Laboratories, Inc. v. University of Illinois Foundation, 402 U.S. 313 (1971). 일단 무효로 판
결된 특허 청구항에 대해 특허권자는 그 후의 침해소송에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특허권자가 최초의 소송에서 절차상, 실질상, 증거상 적정한 기회(a fair
opportunity procedurally, substantively and evidentially to pursue his claim the first time)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
9) 미국특허법 제282조: 35 U.S.C. 282 Presumption of validity; defenses.
A patent shall be presumed valid. Each claim of a patent (whether in independent, dependent, or multiple
dependent form) shall be presumed valid independently of the validity of other claims; depend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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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확인소송의 원고나 특허침해소송의 피고는 특허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
리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 무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항
소 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적어도 명확하고 확신
할 수 있는(clear and convincing) 무효증거로 피고의 무효주장을 뒷받침하라고 요
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유효추정은 특허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오래전
부터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됐고 그와 같은 판결을 반영하여 미국 의회는 특
허유효추정에 관한 조항인 제282조를 1952년 제정하였다.10)
최근 특허 유효성 추정에 관한 Microsoft v. i4i 사건11)에서 기존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면 번복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명시적으
로 판시하여 특허권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3)

특허의 무효 사유와 침해

미국에서 특허권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중심기관은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이다. 미국 법원이 특허유효성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특허무효를 주장하거나, 침해소송에서의 반소 형태로 해당 특허권에 대한 특허 무
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특허 무효 사유로는 발명의 성립성, 유용성
및 중복특허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35 U.S.C 101 위반, 판례에 의해 요구되는 자
명성 타입의 중복 특허 금지의 위반 발명의 신규성, 법정 제한 및 진정발명자
게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5 U.S.C 102 위반, 발명의 진보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5 U.S.C 103 위반, written description, enablement, best mode 등 명세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5 U.S.C 112 위반, 미국 내의 연구 활동으로 창출
된 발명에 대해서는 외국출원 전에 미국 특허청의 허락을 요구하고 있는 35 U.S.C.
184, 185 위반의 사유이다.
①

§

②

③

§

§

④

⑤

§

⑥

§

multiple

dependent

claims shall

be

presumed valid even though dependent

upon an invalid claim.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sentence, if a claim to a composition of matter is held invalid and that
claim was the basis of a determination of non obviousness under section 103(b)(1), the process shall no
longer be considered non obvious solely on the basis of section 103(b)(1). The burden of establishing
invalidity of a patent or any claim thereof shall rest on the party asserting such invalidity. (이하 생략).
10) Senate Report No. 82-1979, at 8 (1952) “( Section 282 introduces a declaration of the presumption of
validity of a patent, which is now a statement made by courts in decisions, but has had no expression in
the statute.”
11) Microsoft Corporation v. i4i Limited Partnership, 131 S.Ct. 64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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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는 어느 제품 또는 공정이 적어도 하나의 청구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문언 침해가 일어난 것이
다.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판결12) 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선도
적인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CAFC는 청구범위 해석을 위해 증거를 2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는 청구항(claim), 명세서(specification),
출원경과(prosecution history)로 구성된다. 법원은 청구항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
어서 내적 증거물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외적 증거(extrinsic evidence)는
특허와 출원경과 외의 모든 증거로 구성되며 이는 전문가와 발명자의 증언, 사전,
학술논문을 포함한다. 법원은 외적 증거를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나 내적 증
거로 청구범위의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외적 증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은 어느 제품 또는 공정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면 특허권자는 균등론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Graver tank v. Linde Air Products Co. 사건13)에서, 모든 세부적인 문언 구성을 실
시하지 않은 특허발명의 모방품을 허용하는 것은 특허권 보호를 무의미하고 무용지
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소된 제품이나 공정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침해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였다.
간접 침해(Indirect Infringement)는 직접적으로 특허발명 자체를 이용하지 않았
다고 할지라도 특허발명의 무단사용을 조장하는 자는 특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간접(indirect) 혹은 종속(dependent) 침해라고 한다. 미국 특
허법은 적극적 유인(active inducement)과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라는
두 종류의 간접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가 무효인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35 U.S.C. 제282조에 의하여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침해 혐의자가 특허 무효를 명백하고 확실한 증
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특허의 집행 불능(Unenforceability)의 경우로 특허출원인은 성실, 선의, 정직
(candor, good faith, and honesty) 의무를 진다. 만약 특허출원 과정 중에 중요한
12) 52 F.3d 967 (Fed.Cir.1995) (en banc), aff’d, 517 U.S. 370, 116 S.Ct. 1384, 134 L.Ed.2d 577 (1996).
13) 339 U.S. 605, 70 S.Ct. 854, 94 L.Ed 109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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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한 비공개에 심사관을 기만하여 특허를
부여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그 출원으로부터 등록된 특허의 모든 청
구범위는 집행 불가능하게 된다.
선행기술 실시의 항변(Defense of “Practicing the Prior Art”)으로 침해 혐의자가
선행기술을 실시한 것임을 입증하면 침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CAFC는
선행기술 실시의 항변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무효를 입증해야 하는 피고의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언 침해에 대한 선행기술 실시 항변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허발명의 실험적 사용의 문제로 CAFC는 학문적인 취미, 호기심이나 흥미를
만족하게 하려는 목적만을 위해 특허발명으로 실험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최초 판매론(First Sale Doctrine) 또는 소진(exhaustion) 이론은 특허 제품의 합법
적이고 제한조건 없는 판매는 그 제품에 관한 특허권을 소진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특허 제품의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로부터 추가적인 허
락 없이 제품의 실시 혹은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리(Repair)와 복원(Reconstruction)은 특허 제품의 제한조건 없는 판매가 그 제
품에 대한 특허권을 소진하기 때문에, 특허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은 제품의 수명기
간 동안 침해책임 없이 제품을 수리하고 특허권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수리부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자의 묵시적 실시권(Shop Rights)의 문제로 오래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
용자가 고용자의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발명하면, 고용자는 적어도 그 발명을 사
용할 수 있는 묵시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태만(Laches)과 금반언(Estoppel)의 경우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형평법원(court of
equity)은 권리 위에 잠자는 특허권자를 돕지 않을 것이며 그의 태만은 변명의 구실
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태만의 항변은 소 제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만 특허권자의 배상청구를 금할 뿐, 소 제기 이후의 손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
나 장래의 침해를 막기 위한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태
- 13 -

만의 항변은 보통 형평상 금반언의 항변과 함께 주장되지만, 금반언과는 그 목적에
서 구별된다.
권리 남용(Misuse)의 문제로 Morton Salt Co. v. G.S. Suppiger Co. 사건에서 미
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은 부여된 권리범위를 넘어 시장 독점에 대한 면책을 부여
하는 것은 아니며, 비특허 제품과의 판매 경쟁을 억누르기 위한 특허권의 행사는
경쟁자에 의한 특허 침해에 대한 형평법원의 구제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
였다. 특허권의 남용이 특허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특허권자가 권리 남용을 없앨
때까지 행사할 수 없는 것에 그치고, 권리 남용이 해소되면 침해소송에 의해 특허
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14)
(4)

특허소송의 비용

미국 특허침해소송 평균 비용을 보면 미국 지적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에서 격년제로 발행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실
질적 소송비용에 관한 조사”를 보면 2005년에 소송비용이 2백만 달러이다. 이는 재
판에 들어가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다. 소송가액이 2천5백만 불을 초과하
는 사건에서는 2005년 중 총 소송비용이 5백만 불을 초과하고 증거개시(discovery)
까지의 비용이 3백만 불을 초과한다고 한다. 소송가액이 1백만 불미만인 소액사건
에서도 소송비용은 65만 불에 달한다. 이러한 비용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
하거나, 개시(discovery)나 처분을 준비하거나 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적 결
정에 자문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1)

특허 등록, 소송 경향 분석
특허 출원과 등록률

미국의 경우 특허 등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 소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2004년에 3,000건이 넘는 소송이 발생하
였고, 약간 감소하다 다시 2010년에는 3,000건이 넘는 소송이 발생하였다. 1990년대
부터 2000년도까지는 등록되는 특허가 증가할수록 특허 소송도 함께 지속해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2000년 이후 등록 특허가 일정한 정도의 수를
14) 성창익, 미국 특허소송 개관 특허소송연구 5집 (2010. 12.) ,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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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음에도 특허 소송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 등록된 특
허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향을 예상하면 앞으로도 다수의 특허 소송이 발생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 1980~2010년 특허 등록 추이
* 출처: Gene Quinn, patent litigation statistics 1980-2010

그림 3 1980~2010년 특허 소송 발생 추이
* 출처: Gene Quinn, patent litigation statistics 1980-2010
(2)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

미국의 경우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화해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원에서 해결되기보다 미리 당사자
사이의 교섭으로 소송이 종료되고 소송 진행 전에 증거개시 절차 등에 의하여 해결
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이 종료되므로 상대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
지 않게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심판부
- 15 -

터 소송까지 합의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 판결로 소송이 종
료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종료하므로 특허가 유효로 판단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색: 법원 절차를 통하지 않음. 적색: pre trial(정식재판 이전단계)
전 단계, 황색: pretrial 이후 trial(정식재판) 이전 단계, 녹색: 정식 변론 이후)

그림 4 1980~2010년 미국 법정 외에서 종료된 특허 사건

출처: Gene Quinn, patent litigation statistics 1980-2010
이러한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우 고의 침해의 경우 3배 배상이 있으므로 합의를
쉽게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허나 영업비밀침해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손
해에 대한 3배 배상이나, 2배 배상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제도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특히 악
성이 높은 행위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 배상(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에 부가하여 징벌목적으로 인정되는 금전배상이다.
*

미국 특허법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기본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은 우리나라
와 마찬가지로 실손배상이다(35 U.S.C. 284). 예를 들어 특허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가상의 협상자(hypothetical negotiator)가 실시료로
합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e royalty)이다. 미국 특허법
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실손배상을 위한 손해배상액
으로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고,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가 인정되는 경
우 합리적 실시료의 3배까지 가중하여 배상(treble damage)을 명할 수 있다.15)
§

15) 이러한 미국의 손해배상제도는 가중적 손해배상제도(enhanced damage system)라고 불린다. 한편

밀

모델

영업비

보호법 제3조는 실손해의 2배까지 배상(double damage)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b) 항은

나악

고의

밀

의적인 영업비

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최대 2배까지 (a) 항에서 정한 실손해에 가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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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미국의 1980년에서 2010년의 경향을 보면 거의 법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
의 사적인 해결로 소송을 해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과도한 변호사 비용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소송 비용은 소송가액이 1백만
불미만인 소액사건에서도 소송비용은 65만 불에 달하므로 소송이 장기화하여 과도
한 변호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특허권자나 소송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도 없어
특허권자가 승소하더라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만을 받을 뿐이고 변호사 비
용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특허 소송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소송을 1심부
터 3심까지 제기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징벌
적 손해배상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특허 침해를 하더라고 손해배상액이 적으므로
패소하더라고 부담이 덜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과 미국의 소송 문화의 차이에 따라 미국의 화해율과 우리나라의 화해율은 차이가
난다.
(3)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특허권자의 승소 비율

미국 특허 소송의 경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상대적으로 특허 소송에
서 승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생산이나 실시를
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특허권만을 보유하고 소송만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는 기업이
나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이 특허권을 보유한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
여 최근에는 NPE(non-practicing entity)라 불리고 있다.
제조업을 함께 하면서 특허 소송을 하는 기업에 비하여, 제조를 하지 않고 소송
만을 제기하는 특허권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허를 남용한다는 인식이 강하
다. 다만 특허권의 성질이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단순히 제
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허권자를 차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제품을 제조하는 기
록

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

규정하고 있다. (If willful and malicious misappropriation exists, the court may

award exemplary damages in the amount not exceeding twice any award made under subsec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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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하여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특허만을 보
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권자들은 상대적으로 특허 소송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미국에서 특허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율을 살펴보면 미국 법원의
판결 경향이 특허권자에게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알 수 있다.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과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과 특허 소송에서의 승소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NPE의 승소율은 2004년부터 성공률이 감소하다 2009년 대폭 상승하였다가 2010년
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 특허권자의 소송 승소율은 대체로 일정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2010년
승소lit비율
* 출처: 그림
PWC,5 2011
Patent Li미국
tigatio특허권자의
n Study Patent
igation trend

소송의 추이를 보면 제조업 특허권자의 경우 2006년 35%, 2007년 41%, 2008년
26%, 2009년 39%, 2010년 37%로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승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6) 이를 보면 NPE나 제조기업 특허권자간의 차이는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지만,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는 비율이 높고 특허권자에
게 우호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TSM

테스트와 KSR 판결

W

16) P

"

"

C, 2011 Patent Litigation Study Patent litigation trends as the “ America Invents Act”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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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s law,

미국의 TSM(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와 KSR 판결의 진보성
판단을 비교하여 미국에서 진보성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를 판례로 변
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특허 정책이 진보성 판단에 미친 영향
을 검토한다.
미국 대법원은 과거 Graham 판결17)에 근거하여 진보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
였다. Graham v. John Deer Co. 사건 이후로 진보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들이
판례들을 통하여 정립됐다.18) 진보성 판단의 실무에서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판
단한다. 즉 선행기술에 개시된 범위와 내용을 특정한다. 선행기술과 청구항과
의 차이를 확인한다.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을 특정한다.
부차적인 증거를 검토한다. 1990년 In re Dillon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출원 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그 발명과 관련된 특정 사실에만 기초하여 그 자체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 판결하였다.
①

②

③

④

테스트는 비자명성의 판단에 있어서 2 이상 선행기술의 조합(combination)
의 경우 그 선행기술에 그 조합에 관하여 가르침(teaching), 암시(suggestion) 또는
동기(motivation)가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테스트이다. “선행기술,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격, 또는 통상 기술자의 지식”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도록 가르치거나 암시
하거나 동기를 부여한 경우에만 특허청구항의 자명성(obviousness)이 입증된다. “발
명의 특허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당해 발명에 기초한 사후 판단(hindsight
bias)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법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명성을 유발하는 인용문헌
들을 결합하게 하는 동기를 요구한다.
TSM

심사관은 발명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점에 직면한 통상의 기술자로서 선행문
헌들로부터 특허 청구된 방식으로 구성요소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이유를 보여야 한
다. TSM 테스트는 주관적 판단 기준의 객관화라는 큰 유용성에도 부작용을 갖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서 TSM 테스트의 유일한 적용 내
지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은 심사관이나 법관이 TSM 테스트의 족쇄에 매여 아무런
창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진보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요함으
로써 판단자의 재량을 제한하고 혜안을 가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여지가 큰 문제점
17)
18)

G
김

raham v.
원준,

진

J D
ohn

eere Co. 383 U.S. 1(1966)

과

보성 심사기준

문헌

인용

합

의 조

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7호, 2009,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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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고 있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위 TSM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보성을 판단
해 왔다. 이 때문에 진보성 판단의 잣대가 너무 낮아 저질특허가 양산되고 기술진
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허청이 그 결합에 대한 가르침
(teaching), 암시(suggestion), 동기(motivation)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가 부여되고 그 때문에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되어 기술진보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19)
이에 대하여 TSM기준이 변화하는 계기가 Teleflex, Inc. v. KSR Intern. Co사건
(이하 KSR 사건) 통하여 나오게 되었다.20) 미국 연방대법원은 CAFC가 TSM 테스트
를 발명의 자명성을 판단하는데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파기ㆍ환송하였다. 그러
나 연방대법원은 TSM 기준을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아니하였다. KSR 판결은 좁고
(narrow), 엄격한(rigid) TSM 테스트의 적용은 미국 특허법 103조 및 선행하는 판례
들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간의 경직된 자세로 TSM테스트에 집착해 온 CAFC
판결을 비난하면서, TSM 테스트와 Graham 분석법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
지만, 비자명성의 더 나은 테스트는 Graham 분석법이라고 재확인하고 TSM의 보다
유연한(flexible) 적용을 주문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명성 판단 시에 청구발명
에 이르게 된 명확한 가르침(precise teachings)이 선행기술에 있는지를 묻는 방식의
TSM 테스트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오히려 다양한 각도에서 자명한지 아
닌지를 따지도록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CAFC의 TSM테스트는 사후고찰(Hindsight)
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지양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TSM
테스트가 Graham 분석법과 반드시 불일치하는 것은 아님에도, CAFC는 TSM 테스
트를 너무 엄격하고 의무적인 공식처럼 사용해 왔다고 하면서 “인용예에 TSM에 대
한 기재가 없더라도 기술 상식, 시장 요구 등을 고려해 비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
다”라고 하여 TSM 테스트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21)
연방대법원은 조합의 용이성 여부를 판단하는 TSM테스트 자체는 유용한 것이지
혜 근진
련 례 및객
‘
체
래
ⅰ
르
ⅱ 장 존 나디
k
ⅲ
술
k
k
k
19) 신

은, 최

보성 관

판

동향

21) 구

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을 판단할 때에 아

) 다수의 특허 상호 관계가 있는 가
) 시

에

재하거

. 법

의 요소들을 고

하도

연구 제30권 제3호, 2010, 178면.
하

다.

침( 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

자인 업계에 공지된 요구(effects of demands

present in the mar etplace)

) 통상의 기

안 학
려 록 였
k

관적 판단 기준을 위한 제

20) KSR Int l Co. vs. Teleflex Inc., 550 U.S.398(2007)

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bac ground

nown to the design community or

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 ill in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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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사건에서 CAFC가 행한 엄격한 TSM테스트는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CAFC는 선행기술의 기재에 무게를 두고 선행기술에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조합하기 위한 가르침, 암시 또는 동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명하다고 엄격하게 판
단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이것들에 구애하는 일 없이 모든 필요성 및 문제점 등도
TSM테스트에 채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TSM테스트를 완전하게 부정하지 아니하
고, 유연한 TSM테스트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지방법원에서 KSR판결을 전후하여 진보성 판단에 대한 변화를 보면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중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 등 5개 연방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진보성을 부인한 비율
은 KSR 이전에는 6.3%였던 것이 판결 이후 40.8%까지 증가하였다. 등록된 특허 가
운데 진보성이 문제 되었음에도 살아남은 것은 50%에서 22.4%로 많이 감소하였음
을 알 수 있다.22) 이와 같은 자료들은 KSR 판결 이후 미국의 법원들이 진보성 판단
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23)

판결ric전후의
* 출처: Ali 그림
Mojib6i ,KSR
An Empi
al Study진보성
of the판단
Effect변화of KSR V. Teleflex

또한, USPTO의 심판부의 특허성 판단에 경향을 보면 심사관의 등록거절 결정을
뒤집고 특허성을 인정한 비율이 34.8%(2006년), 25.1%(2007년), 23.99%(2008년),
24.6%(2009년)로 낮아졌다. 심사단계의 거절 통계가 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변수의
j

22) Ali Mo ibi ,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KSR

J

urisprudence, Albany Law

23) 조영선, 특허소송에 있어서

J
발

V

. Teleflex on the Federal Circuit’s Patent

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명의

진

V

ol. 20, No. 3, 2010, P.581

교

보성 판단에 관한 국제 기준에 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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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연구, 법원행정

V

alidity

, 2010, 12면.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하여 특허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결정을 재검토하는 심판부의
특허성 판단 경향을 보면 KSR 사건(2007.4.30) 이후 미국 특허청이 진보성 판단 기
준이 엄격해졌음을 알 수 있다.24)
개별 국가의 진보성 판단 방법은 국가마다 특허 정책이 달라 일관된 기준을 알
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Graham 분석법을 통하여 진보성의 기준이 매우 높고
선행기술적용이 엄격성이 낮다가 TSM 기준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발명자에게 유
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진보성의 요구 수준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
한 비판으로 미국의 경우 KSR 판결을 통하여 진보성 기준을 예전의 Graham 분석
으로 돌아가 진보성의 판단 기준을 높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Graham
분석법

TSM 테스트

KSR 판례

선행기술 적용의
엄격성
진보성 요구
수준

낮음

매우 엄격

보통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높음

주관적/객관적
판단 여부

주관적

객관적

절충

사후적
가능성고찰

높음

매우 낮음

보통

등록(유지)
가능성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낮음

표 1 미국의 진보성 판단기준

이를 통한 시사점은 특허정책의 변화로 과거에는 특허권자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호하였다가 최근 특허 진보성의 판단 기준의 변화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4) 조영선,

전

게 보고서,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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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론

미국의 특허 출원과 등록률을 보면 미국의 경우 특허 등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 소송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2004년에 3,000건이 넘는 소송이 발생하였고, 약간 감소하다 다시 2010년에는 3,000
건이 넘는 소송이 발생하였다. 등록되는 특허가 증가하는 비율로 짐작하면 앞으로
도 다수의 특허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소송의 경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제조업 특허권자가 상대적으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조업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도를 변경하여 등록 후 리뷰는 미국발명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제3자로 하여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AIA 321-329). 당사자계 리뷰는 누구든지 “reasonable likelihood”
요건을 만족하면 선행 특허나 간행물에 기초하여 특허 클레임의 특허성(신규성 자
명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며, 그 심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자 마련된 절차이
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제3자가 보다 쉽게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게 되었다.
§

·

미국의 경우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으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화해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화해를 통하여 법정에 가지 않으므로 분
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법정까지 가서 특허가 무효가 되기까지 분쟁의 상대방이 소
송을 계속한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고 고의 침해의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존재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더욱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유인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을 지속하고 무효자
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소송비용을 적게 쓰
면서 합리적인 해결을 한다고 볼 수 있다.
TSM테스트는 당해 발명에 기초한 사후 판단(hindsight bias)을 예방하려는
이지만 TSM 테스트의 유일한 적용 내지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은 심사관이나
이 TSM 테스트의 족쇄에 매여 아무런 창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방안
법관
진보
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판단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문제점도 있
다.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에게 진보성이 없음에도 동기나 암시를 찾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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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인정되는 예도 많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Graham 분석법을 통하여 진
보성의 기준이 매우 높고 선행기술 적용이 엄격하지 않다가 TSM 기준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발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진보성의 요구 수준이 매우 낮아졌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의 경우 KSR 판결을 통하여 진보성 기준
을 예전의 Graham 분석으로 돌아가 진보성의 판단 기준을 높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심사제도, 소송보다는 화해를 통한 해결, 제조업 특허권자에게 유
리한 소송 분위기, 진보성 판단의 차이 등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허성 판단 기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의 유효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하
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발행제도와 재심사 제도를 통하여 정정이나 재심
사에서 특허권자가 쉽게 특허를 정정하거나 등록을 유효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유효 추정규정이 있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정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 간의 특허 유효 차이가 있
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일본
1.

킬비(

キルビ－ )

판결 이후 무효 판단

25)

킬비 판결과 이후 법원의 소송 구조

(1)

일본 특허 소송의 구조를 보면 특허 사건의 경우 침해소송은 도쿄나 오사카 지
방재판소가 1심이 되고 항소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관할이 된다. 특허 외의 의
장이나 상표사건의 경우 동경이나 오사카 지방재판소 관할 사건의 경우 지적재산고
등재판소가, 그 외 지방재판소 관할 사건의 경우 각 고등재판소 관할이 된다. 상고
심은 최고재판소가 된다. 특허 사건의 경우 침해소송은 도쿄나 오사카 지방재판소
25)

설범

식,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운 현황
영

지적재산권 제17호 (2007. 01)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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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심이 되고 항소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관할이 된다.
과거 일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주장되는 특허
의 유효ㆍ무효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허침해
소송 등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
에 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평성 12년
(2000년) 4. 11.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의 소위 킬비(
) 사건 판결에서 ‘특허권
은 무효심결의 확정까지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
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다음,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권침해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가 아닌가를 판
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심리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
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
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
キルビ

2004년 법률 제120호에 의한 특허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일본
의3 제1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와 관련되는 소송에서

특허법 제104조
해당 특허가 특
허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재판소가 무효사유에 관한 판단이 가능해졌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에만 미치는 것으로 대세효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권은 무
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26)

관할 집중

(2)

2000년 초에 일본 지방법원에 직접 제기되는 침해소송건수는 연간 약 300건 정
도이었다. 2000년 킬비판결을 계기로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2004년의 특허법 개
정(2005. 4. 시행)으로 명백성의 요건마저 필요 없게 되었다. 법원과 특허청 사이에
서는 1999. 6.부터 지적재산의 침해정보와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에 대하여 정보교환
을 개시해 왔다. 즉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소는 특허청에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
26)

강흠

정, 특허침해소송의 재심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20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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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청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무효심판이 제기되었는지를 재판소에 통지한다(특
허법 168조 3항, 4항). 침해소송에서도 무효사유 존재의 판단이 가능하게 되어 특허
청과 재판소와의 판단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 존재의 항
변이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그 취지를 특허청에 통지하고, 특허청은 재판소에 대하
여 소송기록 중 필요한 부분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허법 168조
5항, 6항). 이는 침해소송의 피고와 무효심판청구인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인이더라
도 증거를 달리 제출하여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무효심판절차와 침해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 심결은 9개월 정도 걸리고, 판
결은 13개월 정도 소요되어 통상적으로 심결이 먼저 나오게 된다. 심결과 판결의
결론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한쪽에는 제출한 증거를 다른
쪽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사건이나 침해
사건 모두 불복하면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되므로 바
로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3)

무효사유 항변 인용판결의 확정과 특허청의 당해 특허관리

법원이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의 항변을 인정하였더라도 권리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사건 재판소의 무효사유 판단의 효과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
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는 소위 상대효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심결은 대세적이고 절대적으로 권
리를 무효로 하는 효과가 있다. 침해소송에 있어서 무효사유 존재의 항변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특허청은 당해 특허에 대하여 특허공보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별도 관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 존재의 항변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특허청에 대하여 당해 특허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무효
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판결내용을 참작한다. 그리고 당해 특허권자가 다른 침해자
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침해 소송에서도 법률적으로 종전 판결에 얽매이는 것은 아
니고, 단지 그 내용이 참작될 뿐이다.
2.
(1)

최근 판결 변화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한 TSM 테스트나 유럽기준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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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 법원 내에서 진보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의 TSM 테스트와 같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11월 19일 제2 동경변호사회 지적재산법연구회에서 이이무라(飯村) 도시
아키(敏明) 지적재산고등법원 판사는 특허소송에 있어서의 진보성의 판단에 대하
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미국의 TSM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이이
무라(飯村) 판사가 재판장을 담당하는 사건에서 TSM테스트와 같이 인용발명에 암
시나 동기의 존재를 요구하는 기준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27)

일본의 경우 새로운 동향의 효시가 된 판례는 지재고재 평성 20. 12. 25[레이더],
지재고재 평성 21. 1. 28[회로용 접속 부품]이다. 모두 이이무라(飯村)재판장이 담당
하는 지적재산고등법원 제3부의 사건이었다. 지재고재 [레이더] 판결은 용이도달
성 (진보성과 동일 의미)에 관해서 인용발명에 주지기술을 결부시키는 해결과제나
동기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인용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기초로 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후자의 지재고재 [회로용 접속 부품] 판결은,
게다가 명확히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행 기술의 내용 중에 암시 등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하여 동일한 결론으로, 원심결인 거절사정불복심
판 청구 불성립 심결을 취소했다.
「

」

판결 중 관련되는 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의
충족성, 다시 말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에 기초하여 출원발명에 용이하게 도
달할 수 있는지는, 선행 기술로부터 출발하여 출원발명의 선행기술에 대한 특징점
(선행 기술과 다른 구성)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출원발명의 특징점(선행 기술과 다른 구성)은, 해당 발명이 목적으로 한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이도달성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해당 발명의 특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 해당 발명이 목적으로 하
는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리고 용이도달성의 판단의
과정에서는, 사후 분석적이고 비논리적 사고는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
해서는, 해당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과제 의 파악할 때, 그 안에 무의식적으로
해결 수단 내지 해결 결과 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

27)

」

田村善之

「

」

」

전 진

, 제141회 지적재산고등법원 3부의 도

,

건

보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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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의 판단에 있어서의 사후적 고

방지

게다가, 해당 발명에 용이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선행 기술의 내용
을 검토할 때, 해당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성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했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 등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
이 중 전단 부분은, 해결 수단 내지 해결 결과 를 무의식적으로 과제
에 집어넣어, 사후적 고찰을 이용하여,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
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해결 수단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혼입시키는 수법
을 채용해 버리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설정에서 이미 해결 수단이 제시되어 버리
므로, 이로부터 해당 발명이 채용한 해결 수단에 도달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판단되
기 쉬워지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후적 고찰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

」

「

」

「

」

최근의 일본의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회로용 접속 부재 사건의 판결 논리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 발명이 X1과 Y를 사용하는 회로용 접속 부재인바, 본
원 발명은 X2(X2는 X1에 유사한 물질)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이 X2를 채용
한 것은 X1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그 접속 신뢰성 및 보수성을 향상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X2가 본원 출원 시에 이미 알려진 수지라고 하
여도, 그것이 회로용 접속 부재의 접속 신뢰성이나 보수성을 향상하는 것까지 알려
졌었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또한, X2는 X1보다 내열성이 낮다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호한 내열성이 요구되는 회로용 접속 부재에 이용하는
수지로서 각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X1 대신에 내열성이 떨어지는 X2를 이용
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는 용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2)

」

유럽 특허 진보성 판단과 유사한 기준의 채용

최근의 판결 실무가 유럽특허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과제 해결 어프로치 와
같이 클레임 발명에 가장 가까운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으로부터 클레임 발명의 과
제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하거나, 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용이하게 발명 이
라는 규정을 정면에서 해석하여 용이성 판단 중에 과제 설정의 용이성을 포함하여,
발명자가 설정한 과제의 평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
주목을 받은 회로용 접속 부재 사건(평성 20년 제10096호)이나, 크롬 도금 방법
사건 (평성 21년 제10308호)이나, 용융 금속 공급용 용기 사건 (평성 21년 제
10245호) 등에서는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유럽특허에서의 진보성 판단 실무의 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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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 어프로치 를 의식한 논리에 의해 진보성을 긍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여 최
근 판결경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28)
·

」

(3)

심결취소소송 심리 범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에는 무제한설, 동일사실 동일
증거설, 개별적 고찰설이 있다. 일본의 학설로는 무제한설, 제한설, 개별적 고찰설이
있고 다시 제한설에는 실질적 증거법칙설, 동일법조설,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이 있
다.
․

․

무제한설은 사실심리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사자는 심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법사유는 물론 새로운 증거를 포함한 일체의 증거를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법원
도 이를 채용하여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동일법조설은 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조의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주장을 하
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뿐 다른 법조의 거절이유나 무효원인에 관하여
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심결취소소송의 형태를 심판에 대한
속심적 구조로 본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동일한 법조의 범위 내에서는 새로
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되지만 다른 법조의 것은 제출할 수 없게 된
다. 예를 들어 심결에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기초하여 대상 발명이 선행기술인
‘증거 A’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되었다면, 심결취소소송에
서 당사자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발명을 ‘증거
A’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은 특허법에 규정된 무효사유는 추상적이고 규정되어 있는
무효원인은 비록 동일법조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이유로 보아
야 하며, 더욱이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동
일법조설을 비판하는 입장에 기초한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이 있다. 동일사실 동일
증거설은 취소소송의 범위는 심판에서 다루어진 사항과 이를 보충하는 주장 및 입
증을 할 수 있을 뿐 심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의 제
․

․

․

28)

․

後呂和男 進歩性判断における課題の評価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 年５月 判決平成 年（行ケ）第
号 審決取消請求事件 知 財 管 理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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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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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일본의 판례는 특허소송제도 초기에 무제한설의 입장에 있었고, 그 후 동일법조
설을 취하였다가 현재는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을 취하고 있다. 동일사실 동일증거
설은 일본의 다수설이다. 일본최고재판소의 판례이다. 1976.3.10.大法廷判決에서 심
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는 심판절차에서 심리 판단된 특정의 무효원인에 한한다고
함으로써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을 취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이후 일본최고
재판소는 이 판결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1976.3.10.大法廷判決의 입장은 그
이후의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심결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자
료는 그것이 비록 주지의 것이든 용이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이든 이를 소송단계에서
제출하여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심결절차에서 제출되
지 아니한 자료라 하더라도 취소소송단계에서 보충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허락된다.
․

․

․

우리나라는 무제한설의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심
리범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무제한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거절결정 불복심
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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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의 무제한설의 입장은 2000후1290 판결에서 상세히 살필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
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 입
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
시하였다.
·

·

심판받을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이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제한 없이 다룰 수 있도록 한다면 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은 물
론 피고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즉, 전문기술의 이해 부족 때문인
‘지체현상’을 고려한다면 심판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여 소송의 신속성 또는 경제성이
항상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로서는 전문분야마다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특
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 국민의 정당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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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정당하면서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컫는 것이지 정당성이 결
여된 신속한 재판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당성과 신속성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고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29)
법원의 심리 범위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심결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달
라지는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심판범위에서 무제한설과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은
심판을 받을 권리나 심급의 이익을 중시할지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할지의 문제이
다. 다만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2심에서 새로
제출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
이에 따라 2심에서 새로 증거가 제출된다면 이를 1심에서 다투지 못하게 되는 문제
가 있다. 이에 따라 심결에서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새로운 무효증
거가 제출되는 수가 발생하게 되면 심결에서는 유효인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만일 동일사실 동일증거만을 제출하게 된다면 특허권자로서는 다양한
방어 기회와 더불어 충분히 기술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소결론

일본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지적재산전문법원이 생긴 이래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경향이 지
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기업이 특허권 행사를 단념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보다 엄격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채용하였다는 반성 및 경제적 불황으로 일본
국내 특허출원건수가 급격한 감소하였다. 특허무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
가 권리행사를 단념하는 폐해가 있어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고려로 진보성 판단이 엄격함이 덜해지고 기업활동에 대한 배려
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심판에 대한 법원의 심
리범위가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을 채택하고 있어 심판에서 제기되지 않은 증거에 대
하여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법원이 무제한설을 취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
로 무제한 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특허권자 보호가 미흡할 뿐 아니
라 특허권자의 방어기회를 박탈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여 발명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본

29) 특허청, 일

특허법

전문

개정 방향에 관한 시사점,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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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럽
1.
(1)

독일
이의 신청 제도와 현황

독일 국내특허와 유럽특허는 이의신청(opposition) 절차에서 차이가 있고, 침해소
송 절차의 중지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국내특허와 유럽특허 모두 일단 등
록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의 기회를 준다. 독일 국내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은 독일특
허청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독일 국내특허이든
유럽특허이든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무효소송이 제기
되면, 무효소송의 판결이 있기까지 침해소송 법원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
독일 국내특허에 대한 무효소송과 유럽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하여 독일 침해소
송 법원은 절차의 중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유럽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되
는 경우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의신청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허 취소된 건수보다는 특
허가 유지되는 건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상표청의 경우 특허취소가 되
는 비율은 28%이고, 유지가 되는 비율은 55%임을 알 수 있다.
연방 특허법원의 경우는 특허가 취소되는 비율이 29%이고 유지되는 비율이 39%
로 이는 특허상표청의 절차를 거친 것임을 고려하면 그다지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분
독일 특허상표청
연방특허법원

2008년
2009년
1,289
834
1,114
1,025
표 2. 독일 계속 중인 이의 신청 건수
* 출처: 독일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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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86
1,014

구분

건수

특허 취소

독일 특허상표청

978

278(28%)

특허 유지 또는
일부 유지
538(55%)

연방특허법원

356

102(29%)

141(39%)

표 3. 독일 특허 이의신청의 결과
* 출처: 독일 특허청
(2)

소송절차에서의 무효와 현황

독일에서의 유럽특허의 행사는 독일 내국특허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
허의 유효/무효, 금지청구, 손해배상에 관한 한 각국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국가에 한
하여 유효하다. 다른 유럽국가들에서의 절차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즉, 다른 나라
에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침해소송과 무
효소송의 완전한 분리체계를 이루어 독일에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은 엄격히 분리
되어 있고, 이들을 다루는 법원이 다르다. 때문에, 침해소송 과정에서 무효소송을
반소(counterclaim)로 제기할 수는 없으며,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
며, 별도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침해소송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침해 여부를 가린다.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려면, 별개의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무효소송은 뮌헨의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연방 특허법원의 관할권 범위는 독일 국
내 특허, 독일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 특허의 무효소송 및 독일 국내 특허의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독일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의 주장이다.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그 시점에서 이의
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든가 또는 이의신청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특허법 제81조 제2항). 연방특허법원의 특허무효부가 무효 소송사건
을 담당한다(특허법 제67조 제2항).30)
래 같
내

30) 무효인 이유는 아

와

· 특허의 대상이 제1조

다(특허법 제21조, 제22조)

지 제5조의 규정(신규성,

허받을 수 없는 것

술
본 내

· 통상의 기
· 특허의

장

주

진

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명료하고

질적

할 수 있다

용이

타

인의

발

터

명으로부

능
발

보성, 산업상 이용 가

완전

하게 그

성, 특허법상의

명인 것)에 의해 특

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

冒認

동의를 받지 않고 출원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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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출원). 단

모

람

인을 당한 사

만이

독일 특허상표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되는 결정의 송달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제73조 제2항). 특허에 대한 공격 수
단으로서,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이 있지만, 이의신청이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이의신청은 특허상표청의 이의결정, 이에 대한 연방특허법원의 불복주장,
대법원의 상소 등 3단계 심리로 진행되는 데 비하여, 무효소송은 연방특허법원의
무효소송, 대법원의 상소 등 2단계로 심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된 이유는
비용의 차이 때문인 것 같다. 즉, 이의결정에 대한 연방특허법원 불복청구의 비용에
비하여 무효소송의 비용은 상당히 고액인 경우가 많다. 특허법원에 지불하는 무효
소송의 비용은 소송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효소송의 대상인 특허는 그 가
치가 높고, 많은 경우 소송비용이 상당히 높게 된다.
연방특허법원의 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대법원 항소를 보면 2010년 112건의 특허
의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되었고, 그 중 85건이 대법원에 항소 되었다(2009년 105
건의 판결에 대하여 63건 항소). 2010년 대법원에서 판결된 무효소송 사건은 111건
이며, 그 중 59건에 대해서는 본안판결이 이루어졌고, 30건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
지하는 것으로, 29건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본안판결 이외에 52건은
화해나 항고 각하 등으로 종료되었다.
독일 특허법은 2009년 무효절차를 개정하여 동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 배
경을 살펴보면, 연방특허법원의 무효소송 판결에 대해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473
건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되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항소 절차의 평균심리
기간은 4년 이상으로 연방대법원에서의 미결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무효소송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특허법을 2009년에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은 연방특허법원에 사실 관련 조사를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법원은
관련 선행문헌 등의 사실을 빠른 시기에 지적하고 합의체도 잠정적 견해를 빠른 시
기에 내림으로써 모든 쟁점사항을 빠른 단계(구술심리 전)로 파악하여 심리를 진척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쪽 당사자는 보정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
할 수 있는 기한이 마련되어 그 절차를 원활하게 운용한다. 설정된 기한 이후의 제
출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된다. 이런 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독일은 연방특허법원
단계에서도 특허의 명세서보정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당연히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세

· 특허의 대상이, 출원 당시 명

서에 최초에 기재된

내

용을

벗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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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것

선행 기술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심리가 장기화하였다. 연방특허법원에서
심리방법이 변하게 되었고, 연방대법원에서의 심리도 변경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새
로운 보정, 새로운 선행 기술 등의 사실 및 새로운 의견이 기본적으로 제출될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법의 적용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만 심리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독일 대법원에서도 특허명세서의 보정을 인정받아, 사실 관련에 대한 심리가 이루
어졌었다. 특허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게 된다. 그
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승낙할 경우 또는 대법원이 적절하다고 할 경우에는 클
레임을 정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실(선행기술 문헌 등)이나 의견 역시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은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문제만을 심리하지만, 클레임 해석이나 신규성
진보성의 문제가 법률상 문제로 여겨지고 대법원에서 심리된다. 늦은 제출물이 있
으면 기일이 변경(연기)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늦은 제출물을 불인정함으로써 구술
기일의 변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특허법 제83조의 주요 개정 이유이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연방특허법원은 당사자에게 대한 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기한 내에 의견서나 청구이유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연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연장을 받기 위한 명확한 이유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연방특허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공격 또는 방어(항변)의 수단 또는 법적 소송의 보정
등에 관하여 기한 이후에 제출된 것을 각하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제출물을 검토
하기 위해 이미 설정된 구술 기일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관련 당사자가 충
분한 지연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의 경우에 조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3)

시사점

유럽의 경우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각국마다 심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법
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특허제도에서는 이
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등록 후 9개월 이내라면 이
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유럽특허청에서 한 번의 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취소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이의신청 제도가 특허 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여 변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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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9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통하여 특허 무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이 있지만, 이의신청이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특허상표청의 이의결정, 이에 대한 연방특허법원의 불복주장,
대법원의 상소 등 3단계 심리로 진행되는 데 비하여, 무효소송은 연방특허법원의
무효소송, 대법원의 상소 등 2단계로 심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보다 간이로 하여 일반적으로 무효심판청구와는 다른 절차를
통하여 더욱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의신청제도를 통하여 특허 무효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부실한 특허는 이러한 절
차를 통하여 무효를 더욱 쉽게 만드는 것이 절차적 타당성과 이후 제3자가 이를 신
뢰하여 사업하는 경우의 제3자의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EPO
(1)

이의신청제도

유럽특허에서 등록은 각국에서 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각국의 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각국마다 심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유럽특허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등록 후 9개월 이내라면 이
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유럽특허청에서 한 번의 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취소
시킬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등록공고 후 9개월까지이며, 이의신청 중에 출원인
에게는 보정의 기회를 준다.
유럽특허에 대하여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정국가를 따지
지 않고 유럽특허 자체가 취소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행사하고 있는 특허가 등
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 이의절
차에서 허여되거나 보정된 유럽특허는 그 보호가 확장되지 않는 한 유럽특허출원으
로 부여된 보호가 소급된다. 청구항에 대한 보정을 예를 들면 자기가 알게 된 선행
기술을 고려하여 특허를 한정하는 보정을 위해 독립적으로 제출된 이유를 붙인 요
청은 이의부에 의한 심사 후에 청구항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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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성 심사기준

32)

EPO의

심사기준과 다른 미국과 일본의 진보성 심사기준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보성 심사기준을 가졌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하여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진보성 판단 기준의 비교를 한다. EPO는 과제-해결 어프로치
(Problem-solution approach) 를 채용하여 객관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해당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판단한다. 진보성 결여의 논리 구성에 있어,
EPO에서는 과제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제 를 필수적으
로 판단하고, 일본, 영국, 독일 및 미국에 있어서도 과제 는 중요시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EPO 식의 과제-해결 어프로치 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 및 EPO는 모두, 해당 과제 가 본원발명의 과제와 다른 것이어도 좋
다고 한다. EPO의 진보성 기준조문을 보면 EPC 제56조는 발명은 기술 수준을 고려
한 뒤에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보성을 가지는 것
으로 인정한다. 제54조(3)에서 말하는 서류가 기술 수준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서류
는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

」

「

「

「

」

」

」

「

」

신규성 기준 관련 조문을 보면 54조(1): 발명은, 그것이 기술 수준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을 때 신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 유럽 특허출원의 출원일 전에, 서
면 또는 구두, 사용 또는 기타의 모든 방법에 따라 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모
든 것은 기술 수준을 구성한다. 본원발명과는 다른 과제 라도, 해당 과제에 의해
출원 시 또는 발명 시의 기술 수준으로부터 본원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
자에게 용이하다면 본원발명은 용이 혹은 자명 한 것으로 여겨진다.
「

「

」

「

」

」

EPO에서

진보성 결여로 보는 경우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객관적인 과제에 직면
하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변경 또는 적용하여 본 발명을 할 것( 할 수 있다
(could) 가 아니고 할 것이다(would) )이라는 가르침가, 전체 선행기술 중에 존
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Could-Would Approach).33) 진보성 평
「

」

「

」

박
럽
세
진
각 운
G
V
진
평
진

31)
32)
33)

동식, 유

특허법,

보성 등에 관한

창출판사, 2009, 276면.

국

EEPO Part C-I , 9.8

보성의
다.

J

용 등의 조사연구 보고서 (2007년 3월 AIPPI· APAN) 중)

가에 있어서 심사관은, 통상

과

프 치

제-해결 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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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치

를 적용한다. 이 어

로

음

는, 다

루

3단계로 이

어

가의 객관성은,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로부터 출발하고, 이것에 비추어 본원의 발명
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객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담보된다. 그리고 통상의 기
술자의 처지에서 볼 때 해당 해결에 이르는 것이 자명한지 아닌지를 고찰한다
(T24/81 O.J. EPO 1983, 133).

조합발명에 관하여는 EPO 및 독일에서는, 발명은 통상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하
고, 조합(combination)발명의 경우, 별개의 특징적 구성이 공지 또는 자명하다고 하
여도, 그것을 들어 즉시 조합발명이 자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징적 구성 사이
와 기능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발명이 단순한 구성의 병치(aggregation
or juxtaposition)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명하다고 본다. EPO에서는, 공개의 내
용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과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것들을 조합시킬 것이다
(would)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효과의 참작에 있어서 효과를 참작하는 점과 효과의 현저성 및 예측 곤란
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각국 및 EPO의 입장이 공통되
지만, 미국에는 이러한 취지의 기재가 적다. 한편 영국에서는 발명에 이르는 개연성
이 높을 때, EPO에서는 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방통행(one way) 일 때
에는, 예측할 수 없는 효과(EPO에서는 bonus effect)가 있어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일본, 영국, 독일 및 EPO에서는, 참작해야 할 효과는 명세서에 명시적
인 기재가 있거나, 혹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①

②

「

」

2차적

고찰과 관련하여 각국 및 EPO 모두 상업적 성공은 그것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고려한다.
발명의 인정과 관련하여 독일 및 EPO에서는 클레임에 규정된 구성 일부가 상세
한 설명에 기재한 발명 과제의 해결에 공헌하지 않을 때는, 이 구성은 진보성의 평
가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EPO에서는, 신규성 판단 시에 인용발명이 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는,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 인정 방식을 진보성 판단의 경우에도 적용할 때에
장 운
술
야 객
과 설
장 운
술 설 과
닌
찰

(i) 가

가까

(ii) 해결해
(iii) 가

선행 기

할

가까

지를 고

관적인

선행 기

한다.

을 특정하고,
제를

로

정하고,

정된

터 발 여 숙련

제로부

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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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있어서 청구항

발

했

명이 자명

을 것인지 아

는, 사후적 고찰에 의한 판단의 가능성도 있다. EPO의 심사 기준에는 사후적 고찰
을 주의하라는 기재가 있다. EPO에 있어서도, 공개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과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것들을 조합시킬 것(would)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선행 기술이 발명이 제시하는 순서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를 멀리하고 있는(lead
away) 경우에는 진보성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사후적 고찰과 관련하여 영국, 미국 및 EPO 모두 사후적 고찰에 의한 심사를 주
의하라는 기술이 존재한다.
국가
내용

일본

미국

통상의
통상의
기술자에게「자명」 기술자에게「자명」
발명 시
출원 시
「시사 또는 동기」 「동기부여 또는
유무
가르침」 유무
발명의 목적이 달라도 무관
대한 시사 단순 조합 불인정
단순 조합 불인정 조합에요구
상승효과, 탁월한 효과, 예측지 못한 효과 등 인정
해당 기술에 근거한 상업적 성공 등의 이차적 고찰 인정
실시 가능 판단 시의
통상의 기술자
통상의 기술자와
기준
진보성 판단 시의 실시 가능 판단 시의 개인이나 팀 또는 그룹
통상의 기술자 상이
상세한 설명과
상세한 설명에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 내용 일치요.
청구항의 불일치 없더라도 청구항에
불일치 부분은 판단 불요
시 판단 기준
근거하여 판단
저해요인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여부
사후적 고찰
명시사항 없음
배제 명시
배제 명시
증거제출
제출 명시
제출 명시
제출 명시
표 4 일본, 미국, EPO의 특허법 및 운영 지침상의 진보성 판단 기준
출처 진보성 등에 관한 각국 운용등의 조사연구 보고서 (2007년 3월) 일본 AIPPI·JAPAN
진보성 규정
판단 시기
판단 방법
발명의 목적
조합발명
효과 참작
이차적 고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
출원 시
「논리부여」 유무

유럽(EP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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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성 판단 기준의 시사점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차
례로 보면 미국의 경우 TSM 테스트는 조합에 대한 시사(가르침 teaching, 암시
suggestion, 동기 motivation)가 종래기술 중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명시적인 가르침 또는 암시를 요구하게 되면 진보성의 요구 수준이 매우 낮아져
서 등록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된다. Could-Would Approach(EP,일(판
례34))): 특허 발명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could)만으로는 진보성을 부정하는데 불충분하며,
도달했을 것이라는 개연성(would)이 있어야만 진보성을 부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의 KSR 판결은 TSM의 유연한 적용(종래기술에 TSM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기술 상식,
시장 요구 등을 고려해 비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 및 시도의 자명성(시장의 요구 또는
디자인의 필요)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기준(한 일)은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 과제의 공통성, 기능 작용의 공통성, 기술분야의
관련성) 차이점이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발명보다 더 나은 효
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Graham 분석은 1차 판단: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 통
상의 기술자의 수준, 선행기술의 가르침과 청구발명의 차이점 검토하고, 2차 판단: 상업적
성공, 장기 미해결 과제, 타인의 실패, 발명의 폭넓은 계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
다.
·

①

․

②

③

이에 따라 진보성의 선행기술 적용의 엄격성, 진보성 요구 수준, 사후적 고찰 가능
성, 등록 유지 가능성을 바탕으로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TSM 테스트가 될 수 있으며 가장 불리한 것은 Graham 분석법이 될 수
있다. 국가별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경우 제출된 기술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문언의 측면으로 보면 대체로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34) 일

회로용

접

평

속 부재’ 판결(

行ケ

성 20년(

) 제10096호, 2009. 1. 28. 선고)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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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각 판단 방법의
차이점

TSM Test

Could-Would
Approach

KSR 판례

Graham
분석법

선행기술
적용의 엄격성
진보성 요구
수준

매우 엄격

엄격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주관적/객관적
판단 여부
사후적 고찰
가능성
등록(유지)
가능성

객관적

객관적

절충

주관적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

표 5 개별 국가의 진보성 판단기준 비교

미국의 경우 2007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TSM 테스트를 개정하여 KSR을 적용
하여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2009년부터 판례의 태도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에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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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허 무효율 산정기준
제1절 무효율 통계 분석
1.

무효율 관련 기존 연구 조사

(1)

연구의 기준

연구의 기초 자료로써 우리나라 기존의 특허 무효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조사하
기 위하여 연구의 기준을 정한다. 지금까지 특허 무효율의 산정에 관한 연구를 함
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의 특허 무효율을 합리적인 기준이나 같은 기준으로 비교함
이 없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기간이 달
라짐에 따라 국가별 통계가 달라짐에도 이를 통일적으로 비교하지 않은 예도 있고,
심급별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단계인지 법원 단계인지의 기준도 없이 단순히 무효율
이라는 기준으로 비교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어떠한 기준으로 특허 무효율이 표시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특허 무효율을 대비하기 위
한 방법론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기준이 되는 무효율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인용건수를 심결건수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특허무효심
판중에 있어서 분모인 심결건수를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있
을 수 있다. 처리 건수 중에서 취하를 제외하는 방안이 있고, 취하와 각하를 제외하
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모수를 정하는 방안에 따라 여러 가지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
순특허무효율(Pure Invalidity Ratio: PIR)과 개방특허무효율(Open Invalidity
Ratio: OIR)이라는 방식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순특허무효율(Pure Invalidity
Ratio: PIR)은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특허무효심판 중에서 특허무효율은 해당연도 무
효심판심결건(인용, 기각, 각하, 취하건 포함)대비 해당년도 인용심결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35)
종

35) 정

건

한 외 2인, 특허사

제7권 제2호(2012. 6) 단

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취

및

법원의 판결 동향에 관한 통계적 연구, 지식재산연구

모

하의 경우 심결이 없으므로 분

- 42 -

건

를 무효심판심결

종 건

수라고 하기보다는 심판

결

순특허무효율=(해당연도 인용건/해당연도 무효심판 심결건)X100
개방특허무효율(Open Invalidity Ratio: OIR)은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특허무효심
판 중에서 특허무효율은 해당연도 인용심결 대비 해당연도 인용심결건수와 기각심
결건수의 합산 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OIR”값을 “개방 특허무효율(Open
Invalidity Ratio)”로 정의하기도 한다.
개방특허무효율=(해당연도 인용심결건/해당연도 인용심결건+해당연도 기각심결

건)X100

이처럼 특허 무효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심결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통
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특허 무효율을 비교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
다. 즉 모수의 정함에 따라 무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다른 국가
와의 무효율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

기존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무효율에 관한 2010년의 연구에서는 총 심결 수 기준 무효심판인용
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총심결을 인용과 기각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36) 총 심
결 수 기준 무효심판인용률은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7년 66.4%, 2008년 69.6%, 2009년에는 71.6%를 나타내었다.
2010년도의

조사 결과에서 특허 무효율을 도출한 방법은 특허 출원의 상황이나
심판의 제기 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효와 무효의 비율만을 계산하여
판단하였다. 즉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유효확정을 받은 47건 및 특허법원 단계에서
유효판단을 받은 43건을 더한 총 90건이 유효가 되고,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무효
확정을 받은 161건 및 특허법원 단계에서 무효판단을 받은 149건을 더한 총 310건
을 대비하면서 무효로 나온 건수를 유효와 무효로 나온 건수로 나누어 무효율을 계
산하였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전체 무효율은 310÷(310+90)=77.5%가 된다.
칭

수라고 명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6) 정차호 등, 특허권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관한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보고서, 2010,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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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무효율은 310건으로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제기한 건수로
나누게 되면 310÷(630)= 49.2%가 되므로 모집단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 통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방식을 통계로 사용하게 되면 특허 무
효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만일 특허무효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고 싶으면 인
용심결과 기각심결만을 모수로 하여 통계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에 있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를 통계 처리
한 내용으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중 청구건수와 인
용건수 및 인용비율을 기본으로 하였다.37)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
효심판 청구건: 116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인용건수: 51
건 (처리건 106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인용비율: 48.1%를 계산
하였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중 인용된 심결에 대해 상
급심에서 파기한 건수와 비율 및 기각 심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파기한 건수와 비율
을 계산하여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인용심결 후 상급심 파
기건수 및 비율: 4건, 17.4% (소제기 처리건: 23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
특허의 무효심판 기각심결 후 상급심 파기건수 및 비율: 9건, 60% (소제기 처리건:
15건)을 계산하였다.
이 통계를 따르면 무효심판 청구는 116건이며, 이중 무효심판에서 인용된 것을
총청구건수로 나누게 되면 51(인용건수)/116(청구건수)= 43.9%이고, 처리 건수로 나
누게 되면 51(인용건수)/106건(처리건수)=48.1%로 모집단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는지
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통계로는 상급심에서 무효가 된 것이 60%라고 하는데 이를 단지 무효심결
기각 심결 후 상급심 파기건수인 9건을 처리건 15건으로 나누게 되면 60%의 비율
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을 통계를 내기 위하여는 무효심결이
인용되고(특허 무효)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것의 비율 및 또는 무효
심결이 기각되고(특허 유효)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것의 비율도 같
이 고려해야 하므로 단지 무효심결 기각심결 후 상급심 파기건수로 나누게 되는 것
37)

남희섭

j

변리사 연구 자료, http://blog. inbo.net/patcha/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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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본 추출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즉 모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하, 기각, 취하 등을 모든 처리한 건수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못
한 단점이 있다.
신문에 따라 다른 무효율도 공개되고 있다. 전자신문 보도팀이 2002년부터 2007
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제기된 특허무효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사를 보
면 무효소송이 완결된 1,840건의 사건 중 947건의 특허가 무효로 판결되어 6년간
평균 무효율은 51.47%를 기록했다고 한다.38)
한국에서의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제네릭 발매 14개사가 오리지널 제약사에 승소
한 비율은 77.1%에 이르는 무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39)
이처럼 신문의 경우 자세한 분석이나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주제별, 기간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 무효율 관련 자료가 보도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지를 알기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계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나라의 유효
나 무효통계를 비교하여서는 안 되고, 모수가 모든 심결을 포함하는 것인지 인용이
나 기각된 것만을 포함하는지를 비교하여야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즉 인용, 기각, 각하, 취하된 비율 전체를 모수로 가진 통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수가 커지므로 무효율이 적고 유효율이 높게 나타날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
다.
(3)

각국 무효율 비교의 기준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인
지에 관한 국가별의 비교를 한다. 비교함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사항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제도가 다르므로 단순히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
려하여 무효율을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무효율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무효로 되기
도 하고 심결을 통하여 무효로 되기도 하여 모든 나라의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비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를 비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
38)
39)

전 문
본발
메디파나 뉴
협
자신

, 미국일

IT 특허

스, FTA 재

상에

파
따

고, 2008.08.11

약 피 석 오류

른 제

해분

있다,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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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한국의 무효율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무효율을 비교한다.
2.

미국 특허 무효 통계 경향

(1)

미국의 재심사 관련 통계

미국의 경우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술한 제2장의 미국 제
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계 재심사보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
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대일로 대응하는 제도가 없지만, 미국 제도와 한국 제
도를 비교함에 있어 미국의 재심사제도를 비교하도록 한다.

그림
7Partes
미국 2000~2011년
결정계 Conti
재심사
경향
* 출처: Jason Rantanen,
Inter
Re-exam
Requests
n
ue
To Rise, For Now, 2011,
12. 15. http://www.patentlyo.com/patent/2011/12/index.html

결정계 재심사와 당사자계 재심사의 기존 통계를 분석하면 결정계는 특허권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재심사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당사자계 재심사의 경우
무효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은 분기별 당사자계 재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부 취소
포기(all claims canceled or all claims disclaimed), 전부 유지(all claims
confirmed), 청구항 변경(claims changed) 건수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전부 취소
포기는 등록 청구항 전체가 취소되거나 포기되는 경우로 전부 무효로 볼 수 있다.
전부 유지는 등록 청구항 전체가 정정 없이 유효성을 인정받은 경우로 전부 유효로
볼 수 있다. 청구항 변경은 한국의 일부 인용 일부 기각과 유사하여 청구항이 삭
①

·

②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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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거나 변경이 되어 일부가 유효로 된다.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 특허권자가 제기한 경우 모든 청구항이 전부 유지되는 경
우가 21%이고, 청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70%에 달하므로 특허권자가 재심사를 청
구한 경우 대부분은 특허가 유효가 됨을 알 수 있다. 제3자가 재심사를 청구한 경
우라도 단지 12%만이 모든 청구항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면 결정계 재심사의 결
정 내용을 분석하면 심사관이 제기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효 비율이 높지만, 나머
지의 경우는 그다지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당사자계 재심사의 경우를 보면 전부 유지 11%(41건), 전부 취소 포기
44%(137건), 청구항 변경 42%(157건)로 당사자계의 경우는 무효로 되는 비율이 결
정계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모든 청구항이 무효로 되는 비율에 비하여
청구항이 유효로 인정되는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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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시기
청구인

결정계
당사자계
1981년
1999년
누구든지(특허권자 포함)
특허권자를 제외한 제3자
특허권자 32%(3,857건), 제3자 청구
청구인별 비율 67%(8,236건), 특허청장의 개시
2%(165건)
화학 27%(3,309건), 전기
기술분야별 38%(4,663건),
화학 17%(286건), 전기 52%(865건),
기계
33%(4,099건)),
청구 비율
기계 30%(489), 디자인 1%(19건)
디자인 2%(187건)
침해소송과
32%(3,941건)
67%(1,116건)
관련된 비율
재심사 회부 비율
92%(10,755건)
95%(1,187건)
전부 유지 11%(41건)
전부 유지 22%(2,000건)
전부 취소․포기 42%(137건)
11%(1,037건)
최종 결정 내역 전부 취소․포기
청구항 변경
청구항 변경
67%(6,053건)
47%(179건)
평균처리 기간
25.4개월
36.1개월
표 6 재심사의 내용 2012년 6월 30일 누적 기준 통계
* 출처: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구분
특허권자
제3자 청구 특허청장의 개시
전부 유지
21%
23%
11%
전부 취소․포기
9%
12%
23%
청구항 변경
70%
65%
66%
표 7 결정계 재심사의 결정 내용 분석 2012년 6월 30일 누적 기준 통계
* 출처: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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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
11%
67%

당사자계 재심사제도에 대한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재심사 건수가 꾸준히 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40) 재심사에서 특허권자로서는 특허 청구항이나 명세서에 대
해 일정한 제약 아래서 어떠한 보정이든 허용되어 있다.
구분
청구건수

2007. 12. 2008. 12.
31
31
353
544

2009. 6.
30
671

2010. 6.
30
923

2011. 6.
30
1,286

2012. 6.
30.
1,659

278

377

재심사
발행건수

12

44

77

167

침해소송
관련
건수

185(52%)

337(62%)

446(61%)

638(69%)

910(71%) 1,116(67%)

전부 유지

9(75%)

31(70%)

46(60%)

82(49%)

123(44%)

157(42%)

전부포기취소

1(8%)

4(9%)

4(5%)

14(8%)

35(13%)

41(11%)

청구항 변경

2(17%)

9(21%)

27(35%)

71(43%)

120(43%) 137(47%41))

표 8 미국 당사자계 재심사 통계(누적기준)
* 출처: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재심사에서의 보정에 대해 청구항에 대한 보정에 관해서는 해당 재심사에서 의
의가 발생한 특허 요건상의 문제점에 관련된 보정이어야 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미
국 특허법 제305조의 규정에 따라 새 청구항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나 청구범위가
확장되는 신 청구항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심사 절차에서 보정된 청구
항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당 보정으로 청구항의 범위에 실질적인 변화(substantive
change)가 생기지 않은 한, 본래의 특허 발행일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하게 되는 효
과를 잃지 않는다고 풀이되고 있다.42) 재심사 절차 하에서의 보정은 적정한 것이라
면 본래의 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정 후의 청구항은
_

_

_J _ _

40) (http://www.uspto.gov/patents/stats//IP quarterly report
적자료임

발 건

41) 재심사
42)

행

건

수를 377

건 오

을 기준으로 할 때 179

의

기임

Kaufman Co. v. Lantech Inc., 807 F.2d 970 (Fed.Ci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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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누

une 30 2012.pdf)위의 자료는 1999. 11. 29.부

본래의 특허 발행일에 소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효율을 한국과 비교
함에 있어 재심사절차에서의 청구항 변경은 단순한 유효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청
구항을 삭제한 경우도 있고, 다수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이 무효(canceled) 된 경우
도 있으며, 정정이 있어 청구항이 변경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일본 특허 무효 통계 경향

(1)

일본의 무효 심판 관련 변화

일본 특허 심판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건수가 적으며, 2006년 이후로는 점차 사
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특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인용률이 높지 않
아 결정계 심판의 경우 17.5에서 33.0%로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계의 심판 경우는
대체로 27%의 정도로 인용되고 있다. 2008년 27.2%, 2009년 27.1%, 2010년 26.8%로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즉 심판원의 심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정계는 거절결정 불복 심판, 보정 각하 불복 심판, 정정 심판이고, 당사
자계는 무효 심판, 취소심판이다.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217
1
165
11
192
2
137
3
188
0
182
5
143
0
174
2
179
0
153
0
표 9 심판 제기 건수
* 출처: 特許 行政 年次 報告書 2011年 版, 統計・資料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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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8
2009
2010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청구기각 심결취소 인용률 청구기각 심결취소 인용률
141
30
17.5%
72
27
27.2%
85
42
33.0%
78
29
27.1%
99
28
22.0%
68
25
26.8%
표 10 심판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
* 출처: 特許 行政 年次 報告書 2011年 版, 統計・資料 編

2005년

이후 2011년의 특허무효율을 보면 일본에서는 무효율이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 무효율 1 = 인용건수 / 심결건수(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 * 무효율 2
는 취하 제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7%, 61.4%, 54.8%, 58.7%의 무효율을 보이다 2009년
이후에는 무효율이 낮아졌다. 2009년 43.5%, 2010년 40.2%, 2011년 35.1%로 단순히 1회적으
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무효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무효율 1 일본
무효율 2
(취하 일본
제외)

55.7

61.4

54.8

58.7

43.5

40.2

35.1

64.9

68.8

63.4

66.4

50.0

44.2

39.4

표 11 일본의 무효율
* 출처: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2)

일본의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의 변화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결에 대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심결취소율은 무효심결
에 대한 불복소송에서는 2002년 20%, 2003년 8.9%, 2004년 1.5%, 유효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에서는 2002년 60%, 2003년 46%, 2004년 54.2%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심판청구건수가 감소하고 동경고등법원의 심결취소율도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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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요인이 2000년에 개정 발간한 심사기준에서
그간 파기환송된 법원의 판결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심판기준을 제대로 정립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43)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56.5%

47.0%

39.0%
(41/105)

22.6%
(28/124)

23.9%
(27/113)

22.0%
(18/82)

25.5%

22.6%

20.0%
(11/55)

12.2%
(10/82)

1.5%
(1/65)

8.3%
(4/48)

75.6%

68.6%

60.0%
(30/50)

42.9%
(18/42)

54.2%
(26/48)

41.2%
(14/34)

특허청이 무효로
판단한 것을
법원이 무효로
판단
특허청이 유효로
판단한 내용을
법원이 무효로
판단

표 12 일본 심결에 대한 법원 심결취소율의 변화
* 출처: YUASA AND HARA IP NEWS, Jan 2007

특허청에서 무효로 판단한 사건을 법원이 다시 유효로 판단하는 예는 2000년에
25.5%, 2001년에 22.6%이나 2003년부터는 일단 특허청에서 무효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에
는 10%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 유효로 판단한 경우에
이를 법원에서 무효로 변경하는 일도 2003년을 기점으로 점점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2년 이전과 2002년 이후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 점차 심판원의 심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면 이는 심사지침의 개정과 엄격한 이의신청과 심판절차의 진행을 근
거로 한 것이라고 한다. 1998년에 이의신청 부서는 도쿄 고등법원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모든 심사관에게 배포하고 내부자료로 사용하
였다고 한다.
43)

Y

D

UASA AN

W J

HARA IP NE

S,

an 2007 vol.2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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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무효심결의 유지율과 관련하여 2006년에는 무효인 심결을 유지하는 비율
이 92.9%, 2007년에는 86.8%, 2008년에는 72.2%로 무효인 비율을 유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허권 유효심결의 유지율과 관련하여 2006년에는 유효인 심
결을 유지하는 비율이 41.7%, 2007년에는 37.5%, 2008년에는 67.4%로 유효인 비율
을 유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무효심결유지율은 동그라미, 유효심결유
지율은 다이아몬드)44)

그림 8 2006~2008년 무효심결취소소송 심결유지율의 변화
* 출처: 東京大学政策ビジョン研究センタ,知的財産権とイノベ ション研究ユニット
活動報告書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보면 2006년에는 특허권자의 승소비율이 낮았으
나 2008년에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특허권자에게 유리
한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일본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기로 하는 정책적
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다.
소송에서 문제가 된 쟁점을 보면 진보성, 창작 비용이성, 신규성(확대된
선원 포함), 기재요건 실시 가능성, 정정 보정 분할의 적법성, 모인 출
원 공동출원요건, 심결 후 정정, ⑦ 심판 절차 위배, 제소의 적법성이다. 가장
많은 쟁점은 진보성 판단임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임을 알 수는
없지만, 진보성이 쟁점이 된 것이 가장 많고,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사안에서 진보성
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진보성 요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요건은 적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재요건, 실시 가능성, 정
정, 보정, 분할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눈에 띄는
①

③

․

44)

․

②

④

․

․

⑤

⑥

東京大学政策 ジョン研究センタ 知的財産権とイノベーション研究ユニット 活動報告書
ビ

,

, 2010.3.16면.

- 53 -

경향은 파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는 법원의 진보성 판단이 유리하게 변화하였다는 가설(1
설), 특허권자가 진보성이 판단 기준이 높음을 미리 인식하여 진보성 판단이 불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가설(2설), 특허권자가 진보성 판단 기준이 높음을
인식하여 진보성 판단에 있어 불리한 소송을 화해 또는 취하(무효 심결 취소소송)하
게 되었다는 가설(3설), 진보성을 제외하고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쟁점(기재요건, 실
시 가능성, 정정 보정 분할의 적법성)을 다룬 내용이 증가하였다는 가설(4설)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45)
․

(3)

․

최근의 소송 분석

2010년

일본 특허 심판과 소송을 분석한 아래의 도표는 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지를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총 94건의
판결의 내용 중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은 53건으로 56%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
며, 이중 진보성에 관한 판결이 53%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46)
지재 3부의 판결의 경향을 보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3년마다 임기를 바꾸지 않고 지속하여 특허 재판을
맡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많고 판단의 경향이 부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
는다. 이에 따라 진보성의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부와 이를 달리 보는 부에 따라
진보성의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5)
46)

東京大学政策 ジョン研究センタ 知的財産権とイノベーション研究ユニット 活動報告書
川田篤 井上義隆 平成 年における特許審決取消訴訟の概況 パテント V
ビ

․

,

,

, 2010. 3. 19면.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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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ol. 64 No. 3, 44면.

무효심결
판결

취소
(진보성)

지재
1부
지재
2부
지재
3부
지재
4부

1건
(0건)
3건
(2건)
5건
(3건)
2건
(2건)
11건
(7건)

유지
(진보성)

청구 불성립
취소
유지
(진보성) (진보성)

특허권자에게 유리 불리
유리
(진보성)

불리 유리비율(
(진보성) 진보성)

6건 2건(0건) 11건
12건
8건
67%
(5건)
(7건)
(7건)
(5건)
(58%)
9건 3건(3건) 2건 5건(3건) 12건
29%
(9건)
(1건)
(12건) (20%)
6건 4건(3건) 19건
24건
10건
71%
(5건)
(15건) (18건)
(8건)
(69%)
4건 7건(7건) 10건
12건
11건
52%
(4건)
(10건) (12건) (11건) (52%)
25건
16건
42건
53건
41건
56%
합계
(23건) (13건) (33건) (40건) (36건) (53%)
표 13 2010년 특허심결취소소송(당사자계) 개관
* 출처: 川田篤․井上義隆, 平成22年における特許審決取消訴訟の概況, パテント2011 Vol. 64
No. 3

일본 법원의 대법원 상고제기를 보면 상고제기 건수가 거의 없고 대체로 기각되
거나 각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파기된 경우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어 일본
의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하고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이것도 유지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심판 이후에 소송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고 되는 비율도 높지 않고 상고가 되
더라도 파기환송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고등법원단계에서 소송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일본의 무효심판 심결의 법원에서의 변화 추이를 보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비율이 2009년 38건(51%), 2010년 53건(56%), 2011년 55.4건(61%)로 매년 증
가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수가 적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매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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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용심결(무효)

기각(유효)․각하심결
(청구불성립)

특허권자에게 유리․불리

판결 심결취소

기각

심결취소

기각

유리
(유효,a)

불리
유리한
(무효,b) 비율(a/a+b)

2009

17건

35건

2건

21건

38건

37건

51%

2010

11건
(7건)

25건
(23건)

16건
(13건)

42건
(33건)

53건
(40건)

41건
(36건)

56%
(53건)

2011

9.4건 20.6건 15건
46건
55.4건 35.6건
61%
(5건)
(17건) (10건) (44건)
(49건) (27건)
(64건)
표 14일본 무효심판 심결의 법원 판단 경향(괄호안: 진보성 관련 판결)
* 출처: 일본 특허법원 홈페이지

일본의 경우 별다른 제도의 변경이 없이도 법원의 판결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의 경우 특허무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단념하는 폐해가 있어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
되는 것을 고려하여 진보성 판단이 엄격함이 약해지고 기업활동에 대한 배려가 증
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 특허 무효 통계 경향

(1)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경향

특허심판원의 최근의 무효 심판을 연도별, 기술 분야별로 기각, 인용, 각하, 취하
의 비율로 나누어 이를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무효의 비율은 기각, 인용, 각하, 취하
된 경우를 합하여 모수로 잡고 이 중에서 인용된 것을 분자로 하여 통계를 잡은 것
이다. (무효율 1 = 인용건수 / 심결건수(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이며, 무효율 2는 취하
제외) 연도별 특허 무효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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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무효율 1

50.5

50.2

57.6

58.5

60.1

53.1

53.4

무효율 2 62.1
(취하 제외)

58.5

64.2

67.3

70.4

64.9

62.8

표 15 한국의 특허 무효율 (실용신안 제외 특허사건)

기술분야별로 무효율을 보면 기계금속건설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9.4%, 65.6%, 55.1%, 50.3%, 49.7%의 비율로 점차 낮아지는 비율로 나타나고, 전기
전자심사분야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7.9%, 61.6%, 58.6%, 64.4%, 50.6%
비율로 무효로 되는 비율이 높다가 최근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화학생명공학심
사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3.6%, 54.3%, 51.5%, 50.0%, 47.5%의 비율을
보이다 최근 낮아지고 있다.

그림 9 2008-2012년 심결의 변화 경향
* 출처: 특허심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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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사건 처리 경향

대법원 특허사건 처리통계를 보면 2007년 341건이 접수되다 매년 상고 건수가
감소하여 245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의 특허사건 인용률은 2007년 8.8%이고
최근 2011년은 12.3%로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10% 내외를 유지하면서 일정
한 비율로 상고가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 판결의 경우 특허법원에
서 판단이 대법원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원에서 무
효로 된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된다면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상고건수
처리건수,a
인용건수,b
인용률(b/a)

2007

2008

2009

2010

2011

341
293
271
215
245
331
320
328
241
228
29
31
35
24
28
8.8%
9.7%
10.7%
10%
12.3%
표 17 대법원 사건 처리 현황(특허·실용 결정계/당사자계 전체)
* 출처: 2011 지식재산 통계연보, 특허청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의 통계와 인용 비율을 검토한다. 특허
법원 전체 처리건수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1,400건대를 유지하다 2009년 이후
로는 900건대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 증가하였지만 2008년 이전만큼 사건이 많지
않다.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 점유율은 60%대의 비율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인용률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은 2007년에는 43.6%
이나 점점 줄어들면서 30% 정도의 비율로 상고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대법원에
의한 판결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점차로 당사자의 대법원에 의한 판결 변경 가능성
에 대한 기대가 적어짐을 알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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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청구건수
특․실사건
청구건수
특․실사건
점유율(%)
특․실사건
처리건수,a
인용건수,b

1414

1431

979

973

1,254

817

826

584

602

729

57.7%

57.7%

59.6%

61.8%

51.6%

783

796

725

608

738

184

172

154

107

156

인용율(b/a)

23.5%

21.6%

21.2%

17.6%

21.1%

상고건수,c

341

293

271

215

245

상고율(c/a)
43.6%
36.8%
37.4%
35.4%
33.2%
표 17 특허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특허·실용 결정계/당사자계 전체)

* 출처: 2011 지식재산 통계연보, 특허청

즉 특허법원에서의 결과가 거의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허법원의 판단이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특허 재판의 경우 결론에 많은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이 특허권의 존속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을 알 수 있다.
(3)

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의 판결 관계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의 판결 관계를 보면 먼저 유효로 판단된 것과 무
효로 판단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유효로 판단된 것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이 기각된 것(유효)을 특허법원에서 기
각한 것(유효)이고 특허심판원에서 인용된 것(무효)을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한 것
(유효)이 될 수 있다. 무효로 판단된 것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이 인용된 것(무효)을
특허법원에서 기각한 것(무효)이고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된 것(유효)을 특허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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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취소한 것(무효)이 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사건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판단한 것을 전체 모수를 바탕으로 하되 인용되고 기각된 것으로 분류
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무효심결과 특허법원의 관계를 보면 심결에서 무효가 되면 특허법원에서도 무효
가 되는 비율도 높다. 무효심판에서 인용이 되어(무효) 특허법원에서 청구가 기각
(무효)되는 비율을 보면 2007년 79.2%, 2008년 80.6%, 2009년 79.2%, 2010년 85.8%,
2011년 82.5%임을 알 수 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 무효심판에서 기
각이 되었으나(유효) 특허법원에서 인용(무효)된 것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심결이 기각(유효)되었으나 인용(무효)된 비율은 2007년 64.7%, 2008년 78.3%이었
으나 2009년 58.6%, 2010년 52.9%, 2011년 60.5%로 변화가 있다. 즉 2008년 이전까
지는 유효로 된 특허도 무효로 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009년 이후는 이러한 비율이
조금 감소하였다. 다만 유의미한 비율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비교하면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이 기각된 것(유효)을
특허법원에서 기각한 것(유효)이고 특허심판원에서 인용된 것(무효)을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한 것(유효)이다. 이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변화가 없어 일본의 경우 특허
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 심결은 유효이지만 법원에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적
은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원 단계에서 무효로 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심결에서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하여 무효로 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심결의 신뢰성이 적어지고 이를 법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판결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심결과 특허법원
의 결론이 사실관계나 주장 입증 차이에 따라 매번 일치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
치하여야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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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판원 특허법원
인용
(심결취소)
인용
기각
기각

2007

2008

2009

2010

2011

20.8%

19.4%

20.8%

14.2%

17.5%

79.2%

80.6%

79.2%

85.8%

82.5%

인용
(심결취소)

64.7%

78.3%

58.6%

52.9%

60.5%

기각

35.3%

21.7%

41.4%

47.1%

39.5%

표 18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결과(특허 무효심판 사건)
* 출처: 특허심판원 자료

우리나라 심결과 특허법원 판단차이의 이유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낮고 심판원에서 유효로
인정한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무효로 인정한 특허를 유효로 인정하는 비율을 검토
하여 본다. 이를 통하여 법원과 심판원이 서로 다른 진보성의 판단 기준을 가졌는
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제출에 따라서 소송상황의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아래
의 내용은 특허 무효 사건만은 아니지만, 특허 실용신안사건 전체 결정계 당사자계
의 내용을 보면서 전반적인 심결과 판결의 판단차이의 경향을 알 수 있다.
먼저 상황변화에 있어서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
는 경우, 자백 간주 경우, 사정변경, 심결 후 정정 등의 사유에 따라서 유효가 무효
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변화를 제외하고 판단의 차이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에 진보성 판단, 기재불비, 본안전 판단, 정
정인정 여부, 동일성 판단, 기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상황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법원 단계에서 제출될 수 있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심판
단계에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어 특허가 유효로 판단되나, 소송단계에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새로운 선행기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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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되면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보성 판단 기준의 차이
라기보다는 제출된 선행기술의 차이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도에 53%, 2011년에 71%, 2012년 상반기에 51%의 비율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결이 취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유효성 추정
의 원칙이나 재심사에서 제출된 증거를 금반언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에 따라 심리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무제한 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심판단계보다 법원의 소송단계에서
더 많은 선행기술이 제출되고 이에 따라 상황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심판원의 심결
이 법원 단계에 변경됨을 알 수 있다.
구분

2010

2011

2012 상반기

새로운 증거 제출 등 상황변화
(새로운 주장 ․증거, 자백간주,
심결 후 정정확정 등)

53%
(31/59)

71%
(48/68)

51%
(23/45)

표 19 새로운 증거 등 상황변화에 의한 심결취소율(특허 무효 심판 사건)
* 출처: 특허심판원 자료

진보성 판단에서 법원과 심판원의 견해 차이가 있는지의 연도별 변화 비율을 본
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 아닌 단순히 진보성 기준의 판단차이에 의해
심판원과 법원의 견해가 바뀐 경우를 검토한다. 유효가 무효로 된 경우는 2010년에
50%, 2011년 46.2%, 2012년 상반기 68.8%로 평균은 55.1%이다. 상대적으로 심판단
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효를 유효로 하는 비율은 2010년 50%,
2011년 53.8%, 2012년 상반기 31.2%로 평균은 44.9%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효비율이 높아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
록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유력한 증거는 아니지만, 진보성을 무효로 만드는 유력한
심증으로 작용하거나, 심판단계에서 소송단계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경과하여 사후
적 고찰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심판
원보다 높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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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상반기

평균

진보성 유 ->진보성 무

50%
(10/20)
50%
(10/20)

46.2%
(6/13)
53.8%
(7/13)

68.8%
(11/16)
31.2%
(5/16)

55.1%

진보성 무 ->진보성 유

44.9%

표 20 진보성 판단을 이유로 한 심판원-법원의 판단 경향(무효 심판 사건)
* 출처: 특허심판원 자료

우리나라 법원의 진보성 기준의 엄격 여부에 관하여 진보성 인정에 있어서 선행
기술을 결합하는 경우 1개나 2개의 선행기술을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3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47)
2007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허법원에서의 무효 사유 분석은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특허법원에서 특허ㆍ실용신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전체 특허발명의 수는
792개이며(이중으로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판결 수는 훨씬
더 많다), 무효로 판단한 판결과 유효로 판단한 판결은 585건과 207건으로서 그 비
율은 73.9%와 26.1%가 된다. 즉,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된
사건의 경우 종국적으로는 무효로 판단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특허심판원의 2005년 무효심판의 인용률이 709건 청구 중 423건이 인용되고
286건이 기각되어 59.7%에 그치는 것에 비하여 볼 때 다소 높은 것이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무효사유는 크게 신규성 부정(간행물 공지／공연
실시를 나누는바, 후자는 심사의 부실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확대된 선원,
기재불비, 진보성 부정, 기타(모인출원 등)의 5가지로 분류한다. 진보성 판단
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는 선행공
지발명으로 1개 또는 2개가 제시되고 있는 판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이른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행공지발명
의 개수 자체는 말하고 있는 바 없음에도 선행공지발명의 개수가 사실상 하나의 기
준이 되어온 것이다. 위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5년 이후의 최근에는 이러한 선행공
지발명 2개의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04년 이전에도 3개 이상의
선행공지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 수는 극소수에 지
①

②

④

47)

박

성수, 특허법원 판결로

⑤

본

석

특허의 유효성 분

과

지식

권리 (2007. 06)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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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나지 아니하였고 결합의 용이성이 매우 현저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2005년 이후에
과연 어떠한 근거로 3개 이상의 선행공지발명을 결합하기가 용이한지에 대하여 근
거의 제시가 부족하다.
신규성
신규성 (공연실
진보성 진보성 기타 기재불비
년도 (간행물)
확대선원 진보성
1
2
3
시)
2002 9
7
1
27
25
1
2
6
2003 7
2
5
23
37
3
6
8
2004 10
4
4
17
46
8
2
10
2005 14
8
4
21
45
23
1
11
2006 16
6
2
42
75
40
3
19
표 21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한 사유
* 출처: 박성수, 특허법원 판결로 본 특허의 유효성 분석, 지식과 권리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을 3개 이상 대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구성이
동일한지를 대비하게 되고, 구성이 동일하게 된다면 결합의 용이성을 일체의 관점
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구성을 분해하여 일대일로 대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체의 결합 원리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후적 고찰에 의한 판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성이 부정
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특허로 무효로 되는 기술이 많아질 수 있
다. 미국의 엄격한 TSM의 기준은 아니더라고 이러한 방식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선행기술이 4개 이상을 대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분야를 널리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판단하게 되면 특허가 무
효로 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판례의 경우 다이아몬드 가공기술을
반도체 연마의 기술로 보고 있으므로 반도체의 공정에 들어가는 선행기술 2~3가지
와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결합하게 되면 쉽게 진보성을 부정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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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허 무효율 산정 기준 도출
1.

각국 제도를 고려한 특허 등록률과 무효율 산정 기준

(1)

각국 제도적 차이의 고려 필요

미국의 경우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 당사자를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특허권자
의 보호에 치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누적기준 결정계 재심사 결과를 보면
(2012.6.30기준) 전부 유지(22%), 청구항 변경(67%), 전부 취소 포기(11%)와 같이 청
구항 변경을 유효로 본다면 89% 이상 특허가 유효가 되고, 청구항 변경을 무효로
본다면 단지 22%가 됨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누적기준 당사자계 재심사 결과를 보면(2012.6.30기준) 전부 유지
(11%), 청구항 변경(47%), 전부 취소 포기(42%)의 경우와 같이 유효로 인정되는 경
우가 5%, 무효가 되는 경우가 42%이다.
청구항변경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 청구항 변경을 단
순히 유효로 본다면 많은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구항
변경과 유사한 일부 무효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또한 과도한 소
송비용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전의 단계에서 화해하므로 직접 소송을 하는 경
우가 많지 않고 미리 분쟁을 해결하게 되므로 전체 분쟁 사례가 무효확인소송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0년을 기점으로 심판청구건수가 감소하고 동경고등법원의 심
결취소율도 10% 이내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일본 특허 무효심판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건수가 적으며, 2006년 이후로는 점차 사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점차 무효율이 감소하다 특히 2009년 이후는 무효율이 급격
히 떨어지고 있다. 2008년 58.7%, 2009년 43.5%, 2010년 40.2%, 2011년 35.1%로 감
소하고 있다.
․

․

또한, 단순히 소송결과만을 대비하여 무효율을 산정하게 된다면 제도상 차이가
있는 한국과 무효율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즉 미국의 경우 모든 분쟁 사안이 소
송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무효가 될 것으로 양
당사자가 확신하는 경우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여지가 있으면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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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해를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교하여 심판의
건수 및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로 분쟁에 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만을 놓고 무효율을 비교하는 것은 대비가 쉽지 않다.
한 미 일의 특허 무효율을 발표하는 기준을 보면 한국의 경우 매년 지식통계
연보를 통하여 무효심판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의 분류는 인용(일부인용포함),
기각, 각하, 취하 건수가 발표된다.
일본의 경우 매년 특허행정연차보고서를 통하여 무효심판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
의 분류는 청구성립(일부인용포함), 청구 불성립(기각+각하), 취하 건수가 발
표된다.
미국의 경우 분기별 당사자계 재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 발표
의 분류는 전부 취소 포기(all claims canceled or all claims disclaimed), 전부
유지(all claims confirmed), 청구항 변경(claims changed) 건수를 발표한다. 이중
미국의 제도는 정정에 따른 청구항 변경에 따라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전부 유효로
나누어질 수 있다.48)
․

․

①

③

②

④

①

②

①

③

·

②

③

구분
전부무효
일부유효
전부유효

정정 있음
정정 없음
*
전부취소·포기 (all claims canceled or all claims disclaimed)
청구항 변경**(claims changed)
청구항 변경(claims changed)
전부유지***(all claims confirmed)
표 22 미국의 청구항 변경을 고려한 무효 방식

개별 국가마다 발표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하에서는 어떠한 무효율 산정방식에
따라 이를 비교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2.

다양한 무효율 산정 방식

(1)

매년 심판 청구된 건 대비하여 매년 인용심결 건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전 취 포
록
전체 취 나 포
**
각과 장
*** 전
록
전체
**** 굵 박 안 존 나 터넷
율
48)

부

소·

기는 등

청구항

가

청구항 변경은 한국의 일부인용․일부기
부유지는 등
은

스

청구항

은 기

연구

소되거
가

기되는 경우

유사

가 정정없이 유효성을 인정받은 경우

, 인

에서 한국 무효

산정 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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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심판 청구건수를 대비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장점은 계산이 단순하다. 단점은 통
계 모수와 무효건 모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허무효율은 해당연도 인용심결건 대
비) 해당연도 무효심판 청구 건을 기준으로 산출된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하다. 실질
적으로 인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일부 특허법률사무소에
소속된 특허대리인이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수 중에서 특허무효로 심결된 건수
를 백분율로 표기한 것이다.”라고 거의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러한 견해에는 중대한 오류(Error)가 포함되어 있다. 즉, 해당연도에 특허무효심판
청구된 모든 건이 심판 청구된 해당연도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2010년

기준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무효 심판청구 건(특허)은 총 651건이지만, 해
당연도 심결 건(특허)은 637건에 불과하다. 결국, 해당연도에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무효심판청구 건과 심판처리 건에 있어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정확한 특허
무효율을 산출하기가 곤란하다.
매년 청구된 무효심판 청구건 중 종결 처리된 건의 최종 결과를 추적하여 무
효율을 계산
(2)

장점은 통계 모수와 무효 건이 일치하여 가장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단점은
실질적으로 심판에 걸리는 통계와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다. 해당연도 무효
심판청구건수와 심판처리건수가 달라지는 주원인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수,
평균 심판처리기간 등의 사유 때문에 심판 청구된 해당연도에 모두 처리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중 주요 대표국인 미국, 일본과 대한
민국의 심판처리기간을 각각 살펴보더라도, 2006년 특허와 실용신안을 기준으로 미
국은 21.1개월이며, 일본은 26개월이며, 우리나라는 9.8개월이므로, IP5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심판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과의 비교가 힘들다.
(3)

매년 등록되는 건수 대비 매년 인용되는 건수 비율

장점은 계산이 단순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전체 특허의 등록률과 무
효율을 비교하는 방안으로 전체 유효특허건수와 무효건수를 단순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국가의 무효율의 지표를 보다 객관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
다. 무효로 된 건 수는 등록에 비례하여 증가할지는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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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가 등록된 연도와 무효가 된 연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허가 일반
적으로 20년을 존속기간을 가지므로 모두의 상관관계를 알기는 어렵고 국가 간의
무효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로써 이용할 수 있다.
단점은 기간에 따른 시차를 고려하지 못하다. 대부분 특허무효소송이 특허등록된
해당연도에 청구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특허침해 소송 등과 같은 분쟁의 이유 때문
에 특허등록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즉 짧게는 수년이 걸리며, 길게는 등록 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허등록
률과 특허 무효율이 서로 비례하거나 반비례한다고 반드시 볼 수 없다.
(4)

매년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포함) 대비 인용심결 건 비율 (PIR)

장점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용이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된 건과 처리된 건의 실
질적인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다만 취하된 건은 심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질적인 무효율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5) 매년
비율 (OIR)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제외하고 인용 기각만 포함) 대비 인용심결 건

장점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용이하다. 단점은 무효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화해나
취하를 반영하지 못한다. 즉 단순히 인용되거나 기각이 되는 비율이 되므로 많은
경우 화해나 취하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6)

일부 무효가 아닌 전부 무효만을 무효로 보는 방식

미국 특허 재심사의 경우 단순히 무효, 유효만이 결과로 표현되지 않고 일부 무
효인 경우도 있다. 일부 무효인 경우 일부가 인용되고 인부가 기각되는 것으로 등
록원부가 폐쇄되지 않고 특허권 자체는 유효하다. 이를 유효로 볼지 무효로 볼지가
문제 된다. 이 경우를 유효로 보게 되면 전부 무효인 경우만을 무효율에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무효로 보고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를 합치게 되면 무효율이
높게 나오게 된다. 전부무효만을 계산하면 무효율이 낮게 나온다. 미국의 경우는 전
부 무효만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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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존속 여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중의 인식과 가장 일치하는 통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하
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무효율 산정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제도가 다르다면 실질적인 무효율을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부 청구항이 무효
율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단점이 있다.
(7)

매년 말일 기준 존속 중인 권리 수 대비 인용심결건수의 비율로 계산

장점은 무효율이 낮게 나온다. 단점은 전체 존속 중인 권리를 모수로 하므로 실
질적인 무효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즉 수백만 건의 등록된 특허를 분모로 하여 무
효로 된 소수를 분자로 삼으므로 실제의 무효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다.













산정방식
매년 인용심결 건수
매년 심판청구 건수
인용심결 건 추적
매년 심판청구 건수
매년 인용심결 건수
매년 등록 건수
매년 무효 인용심결 건수
매년
종결건수(취하,각하포함)
매년 인용심결 건수
매년
종결건(취하,각하미포함)
매년 전부 인용심결 건수
매년 종결건수(각하포함)

장점

단점
당해 연도 청구된 무효심
판은 당해 연도에 종결되
계산 단순
기 어려우므로 통계집단
불일치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있
방식 1에 비하여 정확한 고, 당해 연도에 소송이
결과 도출
모두 종결되지 않으므로
년간 결과로 보기 어려움
계산이 단순하고, 국가간 기간에 따른 편차를 고려
의 무효율 비교시 효과적 하지 못함
계산 단순
계산 단순

취하건은 심판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므로 실질적
인 무효율 미반영
무효율이 높게 산정되고,
화해나 각하 건수 반영
곤란

권리의 존속 여부를 대상
으로 하므로 대중의 인식 일부 청구항에 대한 무효
과 가장 일치하는 통계 율 파악하기 곤란
결과 도출

표 23 무효율 산정 방식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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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결론

매년 청구된 무효심판 청구건 중 종결 처리된 건의 최종 결과를 추적하여 무효
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 모수와 무효 건이 일치하여 가장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
다. 단점은 실질적으로 심판에 걸리는 통계와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통계를 계산함에 있어 매년 종결되는 건(각하 포함) 대비 전부 인용심결 건 비
율을 계산하는 것이 권리의 존속 여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중의 인식과 가장 일치
하는 통계 결과를 도출한다. 다만 일부 청구항에 대한 무효율을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무효율 산정방식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무효율을 비교
하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변형을 가하여 비교한다.
3.

우리나라와 외국의 특허 무효율 비교

(1)

한국과 일본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제도가 유사한 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비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이를 심판의 경우와 법원의 경우로 나누어 비교한다.
비교하는 경우 무효율은 3가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매년 종결되는 건 대비
무효심결 건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무효율 1은 PIR로서 (인용, 기각, 각하, 취하 포
함), 무효율 2(취하 제외)49)

49)

*

율 = 건
포함

무효

일부 무효도

1

인용

건

수 / 심결

수(인용

+ 각+각 +취 *
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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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율

무효

2는

취

하 제외,

*

건

무효

수에는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무효율1 한국
(일부인용
포함,
취하,각하
포함) 일본

50.5

50.2

57.6

58.5

60.1

53.1

53.4

55.7

61.4

54.8

58.7

43.5

40.2

35.1

무효율2 한국
(일부인용
포함, 취하
제외) 일본

62.1

58.5

64.2

67.3

70.4

64.9

62.8

64.9

68.8

63.4

66.4

50.0

44.2

39.4

표 24 한국과 일본의 무효율 비교(실용신안 제외 특허사건)

무효율 1에 의한 비교는 모든 종결건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무효율 1에 의해 한
국 일본 비교를 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과 일본에
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2007년 한국 57.6%, 일본 54.8%이고, 2008년 한국
58.5%, 일본 58.7%로 유사하다.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2005년~2008년의 4년간 매
년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포함) 대비 무효심결 건 비율은 평균 54.2%지만, 일본은
2005년~2008년까지 최근 4년간 특허무효율이 평균 57.6%로 별 차이가 없었다.
․

일본은 2009년~2011년까지 특허 무효율이 급격히 변화하여 39.6%이며, 한국의
경우 2009년~2011년까지 55.5%이다. 2009년부터 급격한 차이로 일본의 무효율이 한
국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일본의 법원의 진보성 인정의 변화경향
에 따라 무효율이 적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2009년 한국 60.1%, 일본 43.5%, 2010
년 한국 53.1%, 일본 40.2%, 한국 53.4%, 일본 35.1%로 일본의 경우 무효율이 급격
하게 떨어지고 있다. 즉 2009년 이후 일본에서는 특허가 유효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법원에서의 진보성 판단 기준의 변화와 지
식재산입국이라는 정책적 판단 및 사회분위기의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효율 2에 의한 비교는 모든 심결건수가 아닌 취하를 제외한 것을 비교하는 것
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다만 2009년 한국 70.4%, 일본 50.0%이고 2010년 한국 64.9%, 일본
44.2%, 한국 62.8%, 일본 39.4%로 한국이 일본보다 무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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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에 대한 법원의 청구 기각과 심결 취소의 비율을 보면 많은 차이는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의 비율로 심결이 취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24.9%의 비율로 심결이 취소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본 법원
한국 특허 법원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구분
청구기각 심결취소 심결취소율 청구기각 심결취소 심결취소율
(a)
(b)
b/(a+b)
(a)
(b)
b/(a+b)
2008
213
57
21.1%
485
172
26.2%
2009
163
71
30.3%
434
154
26.2%
2010
167
53
24.1%
371
107
22.3%
표 25 우리나라 법원과 일본 법원의 심결취소율 비교(결정계, 당사자계모두 포함)
* 출처: 지식재산통계연보, 2011

여기에서 심결취소는 단순히 특허의 유효, 무효의 판단이 아닌 심결에 대한 청구
가 기각되고 취소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무효비율이 높은지를 알기보다는
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정도를 아는 정도의 자료이다. 즉 심결이 그대로 유지되
는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큰 차이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과 미국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제도가 유사한 점이 많아 상대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는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참여가 배제되므로 미
국의 당사자계 재심사와 비교를 한다.
중요한 차이는 당사자계 재심사 결과의 경우 미국의 경우 단순히 유효, 무효만을
정하지 않고 결과발표에서 청구항 변경이라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허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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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 중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변경되는 경우에 청구항
변경이라고 발표한다. 이에 따라 청구항 변경을 유효로 본다면 미국의 유효율은 올
라가고, 이를 제외하고 단순히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된 경우만을 유효로 본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개의 경우도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통계 기준일이 다르므로 양자를 직접 비교하지는 쉽지 않지만, 대략
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의 두 가지 도표를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는 취하,
각하된 통계가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전부 유지, 전부 취하 포기, 청구항 변경이
된 경우가 나타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통계를 미국식으
로 변형하여 비교한다.
․

전부 무효율을 비교한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전부 무효율이 57.6%이
고, 미국의 경우 75%이다. 2008년의 경우는 한국이 60.0%이고 미국이 70%이다.
2009년의 경우 한국이 66.96%이고, 미국이 60%이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이 58.4%이
고 미국이 49%이다. 2011년의 경우 한국이 55.3%이고 미국이 44%이다. 즉 2009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무효율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미국의 무효율이 적게 되고 한국의 경우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누적기준
으로 따지면 미국의 2012.6.30. 누적기준 전부무효 42%이고 한국은 2011년 기준으로
55.3%로 한국이 높지만, 누적기준이 아닌 개별 연도의 비교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
국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미국은

1999년~2012년 6월까지 누적 특허재심사결과 특허취소율이 44%이고,
2007. 12. 31-2009.6.30일까지의 재심사의 무효 비율은 68.3%이다. 다만 2007년 전부
무효 75%, 2008년 전부무효 70%의 비율을 보이다가 2009. 6. 30~2012. 6. 30은 무효
율이 45%로 기간의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특허 취소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구항 변경을 무효로 보게 되면 통계가 달라진다. 즉 청구항 변경을
우리나라의 무효로 간주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특허 무효율이 더 높아진다.50)
예를 들어 2007.12.31은 92%의 무효율을 갖게 된다. 이처럼 개별 제도의 특성과 차
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통계를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무효 판단의 기준이 엄격함을
나

50) 우리

여

라의 경우 청구항 중 일부 무효 된 경우도 무효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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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통계

리한다.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청구항 변경을 통하여 유효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많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항의 일부가 무효가 되도 이를 무효로 취급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정확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구항 변경과 우리나라의 내용을
쳥구항 변경으로 보아 산출하여 전부 무효와 청구항 변경을 합친 경우의 무효율로
비교한다.
미국의 경우 청구항 변경을 일부 무효라고 판단하고 합산하면 2007년 92%, 2008
년 91%, 2009년 95%, 2010년 92%, 2011년 87%가 된다. 미국의 청구항 변경제도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모든 청구항 변경의 내용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2008. 7. 31.까지 미국 당사자계 재심사 발행 건 30건을 조사해보면
청구항 변경으로 처리된 7건이 모두 일부 인용, 일부 기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
고서 부록 1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부록 2의 재심사의 사례 중 청구항 변경을 보
면 전수조사를 한 것을 아니지만 일부 유효, 일부 무효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
다. 미국 특허청의 경우 청구항 변경에 대하여 일부 유효인지를 공식적으로 통계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청구항 변경을 일부 무효로 통계로 발표하게 되고 청구항 변
경을 무효라고 보면 한국의 무효율이 더 낮게 된다.
구분

재심사
발행건수
전부
취소 포기
전부 유지
청구항
변경
(claims
changed)
전부 취소
포기+
청구항
변경

2007.12.31 2008.12.31

2009.6.30

2010.6.30

2011.6.30 2012.6.30.

12

32

33

90

111

99

9(75%)

22(69%)

15(45%)

36(40%)

41(37%)

34(34%)

1(8%)

3(9%)

0(0%)

10(11%)

21(19%)

6(6%)

2(17%)

7(22%)

18(55%)

44(49%)

49(44%)

59(60%)

92%

91%

100%

89%

81%

94%

표 26 미국 당사자계 재심사의 무효율(누적을 매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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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부 무효와 청구항 변경을 합친 경우를 보면 2007년 71.6%, 2008년
76.2%, 2009년 78.8%, 2010년 75.1%, 2011년 71.9%로 미국의 2007년 92%, 2008년
91%, 2009년 100%, 2010년 89%, 2011년 81%에 비하여 무효율이 적게 계산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계 재심사에서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할 수 있고, 청구항 확
장만을 금지하므로 청구항 변경(claim changed) 비율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구분
전부무효
전부유효
(정정 無)
청구항 변경
전부 무효+
청구항 변경

2005
53.4%
29.9%
16.7%
70.1%

2006
50.3%
33.8%
15.9%
66.2%

2007
57.6%
28.4%
13.9%
71.6%

2008
60.0%
23.8%
16.2%
76.2%

2009
66.9%
21.2%
11.9%
78.8%

2010
58.4%
24.9%
16.7%
75.1%

2011
55.3%
28.1%
16.6%
71.9%

표 27 미국식으로 변형한 한국 무효 심판 결과
구분
미국 전부 취소
포기 + 청구항
변경
한국 전부 무효+
청구항 변경

2007

2008

2009

2010

2011

92%

91%

100%

89%

81%

71.6%

76.2%

78.8%

75.1%

71.9%

표 28 한국과 미국의 무효율 비교

특허제도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비교는 미국의 제도를 전부 무효만을 기준
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무효율이 높지만 청구항 변경을 포함하면 미국이 무효율
이 높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청구항 변경의 경우와 같이 일부 청구항이 무효가 된
경우도 무효로 계산을 하여 통계를 발표하므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무효율이 높다.
(3)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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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무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
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모든 조건이 같은 상
태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무효율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효율의 기준을 인용건수 / 종결건수(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로 비교한 결과 과거에는 일본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최근 차이가 벌
어졌다. 일본은 2009년~2011년까지 급격히 특허 무효율이 변화하여 39.6%이며, 한국
의 경우 2009년~2011년까지 55.5%이다. 2009년부터 급격한 차이로 일본의 무효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일본의 법원의 진보성 인정의 변화경향에 따라
무효율이 적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2009년 한국 60.1%, 일본 43.5%, 2010년 한국
53.1%, 일본 40.2%, 한국 53.4%, 일본 35.1%로 일본의 경우 무효율이 급격하게 떨어
지고 있다. 즉 2009년 이후 일본에서는 특허가 유효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법원에서의 진보성 판단 기준의 변화와 지식재산입
국이라는 정책적 판단 및 사회분위기의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청구항 변경을 유효로 보아 통계를 작성하면 많은 차이가 나지만
청구항변경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미국이 무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은 1999
년~2012년 6월까지 특허재심사결과를 평균으로 내면 무효율이 44%이고, 2007. 12.
31~2009.6.30일까지의 재심사의 무효 비율은 68.3%이다. 다만 2007년 전부 취소 포
기 75%, 2008년 전부 취소 포기 70%의 비율을 보이다가 2009. 6. 30~2012. 6. 30은
무효율이 45%로 기간의 따른 차이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무효율이 높게 된다. 또한, 청구항 변경을 무효로 본 경우에도 한
국보다 미국의 무효율이 높게 된다.
일본의 경우도 2008년 이전까지는 한국과 거의 유사한 무효율을 보이다가 2009
년부터 급격한 차이로 일본의 무효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최근 무효율이 낮아지면
서 전체 평균에서는 무효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특정 시기
에는 한국보다 무효율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미국은 특허재심사 결과의 특허취소율
이다. 무효율의 비교로 무효가 된 특허와 등록된 특허의 비율로 무효율을 판단하면
대체로 한국이 무효율이 높고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다
일본의 무효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효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 76 -

4.

소결론

특허 무효율은 국가 간에 비교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소송결과만을 이를 대비하여 무효율을 산정하게 된다면 제도상의 차이가 있는 한국
과 무효율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교하여 심판의
건수 및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로 분쟁에 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소송 결과만을 놓고 무효율을 비교하는 것은 대비가 쉽지 않다.
무효율 산정방식은 무효건수를 전체 유효특허건수로 나누는 방법, 무효건수를 등
록건수로 나누는 방법, 매년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포함) 대비 인용심결 건 비율의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무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매년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포함) 대비 인
용심결 건 비율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용이하고 권리의 존속 여부를 대상으
로 하므로 대중의 인식과 가장 일치하는 통계 결과를 도출한다. 다만 국가마다 제
도가 다르므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무효율
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2005년~2008년의 4년간 매년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포
함) 대비 인용심결 건 비율은 평균 54.2%지만, 일본은 2005년~2008년까지 최근 4년
간 평균 57.6%로 일본의 무효율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할 수 없었다. 다만 일
본의 경우 진보성 판단기준의 차이가 발생하여 2009년~2011년까지 급격히 특허 무
효율이 변화하여 39.6%로 낮아졌지만, 한국의 경우 2009년~2011년까지 거의 변화없
이 55.5%이다. 미국은 1999년~2012년 6월까지 특허재심사결과 무효율 44%이고,
2007. 12. 31-2009.6.30일까지의 재심사의 무효 비율은 68.3%이지만, 2009. 6.
30~2012. 6. 30은 무효율이 45%로 기간의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8년 이전까지는 한국과 거의 유사한 무효율을 보이다가 2009
년부터 급격한 차이로 일본의 무효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우
리와 무효율이 차이가 없었으나 2009년 이후 많은 차이로 무효율이 낮아지고 있음
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무효율이 높은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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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허 무효 원인 요소 및 무효율과의
상관관계 분석

1.

화해 및 조정에 의한 비율

(1)

미국

미국의 경우 제2장의 미국의 제도에서 본 바와 같이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으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화해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과다한 소송비용, 고의 침해 시 3배 배상액
등의 이유에서 소송보다는 화해 또는 조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화해를 통하여 법정에 가지 않으므로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법정까지 가서 특허
가 무효가 되기까지 분쟁의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한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원
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고 고의 침해의 경우 3배 배상 제도가
존재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더욱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유인도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을 지속해서 하고 지속적인 무효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라
이센스를 체결하고 소송비용을 적게 쓰면서 합리적인 해결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침해 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40% 이상의 비율로 화해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76건 (54.6%), 2006년의 경우 67건 (62.6%), 2007년의 경우 45건
(47.3%), 2008년의 경우 44건 (54.3%), 2009년의 경우 32건 (46.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화해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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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권리자 패소
권리자
일부패소
권리자승소
화해

2001
80

2002
71

2003
55

2004
58

2005
52

2006
35

2007
35

2008
28

2009
28

3

0

1

0

0

0

5

1

4

19

19

9

12

11

5

10

8

5

96
56
61
60
76
67
45
44
32
(48.4%) (38.3%) (48.4%) (46.1%) (54.6%) (62.6%) (47.3%) (54.3%) (46.3%

표 29 일본 지재사건에서의 승률 및 화해 자료
* 출처: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 부회 제28회 특허제도소위원회(2010. 6. 11 회의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shingikai/sangyou_kouzou.htm
(3)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소송에서의 화해를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허법원
에서 취하 간주에 의한 소송 종결 건수와 소취하에 의한 소송 종결 건수를 비교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원의 소취하에 의한 소송 종결 건수를 보면 비율로 보
면 매년 평균적으로 2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화해율은 알 수 없지만 취하하는 경
우가 모두 화해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화해율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을 3
심까지 가는 경향이 있고 소송전 단계나 소송단계에서 화해하는 경향이 많지 않다.
또한,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높다.
구분
종결건수
(인용+기각+
취하)
취하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312

401

393

389

343

410

취하률

40

70

72

79

79

81

12.8%

17.5%

18.3%

20.3%

23.0%

19.8%

표 30 특허법원 소취하에 의한 종결건수(특허사건 당사자계)
출처: 2011 지식재산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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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미국의 경우 특허 소송에서의 화해절차를 비교하고, 일본의 경우 침해소송에서의
화해를 비교하고, 한국의 경우 특허법원 단계에서의 취하를 비교하므로 동일한 비
교가 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의 경우 소송전, 소송 시작 단계, 소송 중에 많은 경우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비교가 어렵고 대체
로 분쟁을 화해로 해결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는 법원의 자료를
비교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해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재판
이 진행되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후에야 소송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무효율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
다. 즉 당사자가 화해하여 소송을 종료하게 되면 서로 간에 라이센스를 통하여 특
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지만, 분쟁이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효증거가 되는
유력한 증거를 찾아내게 되어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이에 따
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정제도의 운용

특허의 정정청구란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무효심판 중 일정 범위 내
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은 제3
자에게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무효심판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실특허를 소멸시켜
권리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특허권자에게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방어적 기회를 줌으로써 양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
에는 명세서가 일종의 권리서가 되므로 그 내용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아니 되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다거나,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까지 그 불비를 치유하지 못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다면 특허권자에게 가혹하고, 불
명확한 권리의 존재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특허법은 제3자에게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허권자에
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의 대세적
효력에 비추어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제3자에게 미리 헤아릴 수 없는 피
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권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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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이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 특허법 제47조제 3항 각 호의 1에 해
당하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정정하는 심판을 말한
다.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은 특허권 설정등록 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다만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 명세서 또는 도
면에 대한 정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한다. 권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축의 경우에도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정정을 위한 특허법상의 절차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것)은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로 독립한 정정심
판 제도와 특허이의신청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당시 특허
권자가 스스로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무효심판이 청구됨
으로써 특허가 무효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책수단으로 무효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제도를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무효심판 중의 정정심판이 청
구되면 무효심판의 심리대상이 정정심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무효심판의 심
리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므로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된 특허
법은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독립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행 정정제도의 문제점은 정정요건이 복잡하고 정정의 소급효 문제가 있다. 우
리 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듯 정정 때문에 새로이 침해를
구성한 것의 효력이 출원 시까지 소급되는 경우 제3자에게 미리 헤아릴 수 없는 피
해를 입힐 수 있다. 제한 없이 정정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에 의하여 구속받는 일반
제3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정정을 허용하면서도 특허권자와 일반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
다( 특허법 제136조 제3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51)
․

범

51) 정정에 있어서 특허청구

․

균

위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특허소송연구 5집 (2010.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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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다른 나라와의 정정의 요건을 비교하여 본다. 청구항이 다수인 경우 정정 허가
여부는 일체 불가분인지 아닌지가 문제 된다. 일본과 미국(재심사)의 경우는 청구항
을 가분하여 정정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나라, EPO, 독일의 경우는 불가분으로 하
여 상대적으로 정정요건이 어렵게 되어 있다. 불가분의 경우 EPO의 경우는 복수
의 정정 청구의 제출이 가능하고, 독일의 경우 재 정정, 예비적 청구도 가능하고,
재 정정과 예비적 청구수의 제한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한 정정의 삭제나 명세서의 보정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독립
특허 요건으로서 정정절차 인정 시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등 을 만족하는 정정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요구되지 않고, EPO, 미국, 독일의 경우 요
구되고 있다.
구분

일본

기관

특허청

가분/불가분의 경우
정정이 여러
청구항인 경우 정정
허가 여부는 일체
불가분인지 아닌지
불가분의 경우
재정정청구나 예비
청구의 기회
재정정횟수와 예비
청구의 제한 여부

가분

독립특허 요건
정정절차 인정 시 요구되지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하는 않음
정정이 요구되는지

EPO
EPO
이의부
불복 시
EPO
심판부

독일
미국(재심사) 한국
이의 신청은
특허청(상급심
은 법원)
특허청
무효소송절차는 불복 시 특허심판원
연방특허법원( 특허심판부 (특허법원)
상급심은
연방최고법원)

불가분

불가분

가분

재정정, 예비적
청구도
복수의 가능하고,
정정 안의 재정정과
제출 가능 예비적
청구수의
제한은 없음
요구됨

요구됨

불가분
위반한
정정의
삭제 나
명세서의
보정은
가능

요구됨

요구되지
않음

표 31 각국의 무효 또는 취소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방어 절차로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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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정 요건이 엄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특허가 무효 될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정제도를 유연하게 하여 특허권자가 방어
절차에서 정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정제도가 엄격
하므로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서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심판단계나 법원 단
계에서 인정이 잘 안 되므로 무효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심판단계에서 정정 청구 비율을 보면 기술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20%의 이하의 정정청구
비율이 있었고, 가장 많은 비율이 있더라도 30% 근처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재심사제도에서의 정정이나 보정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정
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특허가 유효로 정정될 여지가 적다.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기계금속분야 355(18.0%) 259(15.4%) 334(21.9%) 336(16.7%) 151(22.5%) 1,435건
전기전자분야 133(18.0%) 125(31.2%) 128(21.9%) 146(30.1%) 89(31.5%)

621건

화학생명분야 291(19.6%) 247(19.0%) 235(22.6%) 264(22.3%) 139(19.4%) 1,176건
표 32 심판과 정정청구의 비율
* 출처: 특허심판원 자료

그림 10 한국의 심판과 정정청구의 비율
* 출처: 특허심판원 자료

미국의 경우 재심사의 경우 보정을 통하여 특허 청구항을 보정하고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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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유효가 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결정계의 재심사 통계를 보면 청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67%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당사자계의 경우도 42%의 비율로 청구항 변경이 되고 있다. 청구항 변경이
되면 유효인 청구항도 있고 무효인 청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재심사 절차에서 많은
특허가 유효로 됨을 알 수 있다. 청구항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효가 되는
비율을 보면 결정계의 경우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인정되는 22%만이 유효로 인정
되게 된다. 당사자계에의 경우는 11%로 더 낮은 비율로 유효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심사 절차에서 청구항 변경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통하
여 보정이나 정정을 통한 유효를 인정하게 되면 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구분

결정계재심사

당사자계재심사

최종 결정 내역

전부 유지 22%(2,000건)
전부 취소 포기 11%(1,037건)
청구항 변경 67%(6,053건)

전부 유지 11%(41건)
전부 취소 포기 44%(137건)
청구항 변경 42%(157건)

표 33 미국의 청구항 변경을 통한 유효 비율

미국의 경우 재심사의 경우에서 청구항의 변경의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것에 비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정정의 요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의 엄격성을 완화한다면 상대적으로 특허권
의 존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정제도에 있어서 청구항별 정정을 인정하거나 청구항의
변경을 정정 불인정 사유에서 제외, 청구항 변경 시 소급효 불인정 등의 내용을 검
토하여 특허권자가 상대적으로 정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을 통하여 무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국의 청구항 변경의 경우 일부 청구항 무효와 일부 청구항이 유효가 되는 경우로
한국은 일부 무효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미국은 청구항 변경으로 유효하다는 점
이 차이가 있다. 다만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정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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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여부는 제3자에게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
후의 발명이 정정 전의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을 일탈하여 새로운 목적 및 효과가
있게 되었는지’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정
정 전후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

(1)

미국

미국의 경우 비록 KSR 판결로 엄격한 TSM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특허
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 미국의 경우 판사에 의한 재판(bench
trial)과 배심원에 의한 재판(jury trial)에 따라 다르지만, 배심원에 의한 판결은 상대
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 판사에 의한 재판보다 배
심원에 의한 재판에서 특허권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심
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 문외한이고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허가 무효로 판단
되는 경우가 적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 배심원이 특허 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상대
적으로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특허가 무효로 될 경향이 높아진다.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지역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되면 특허 무효율이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권자 승소율 및 사건처리기간은 다른 연방법원
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거나 빠르며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고 유리한 법원으로 알
려졌다. 특허권자의 전국 승소율 평균이 68%인데 비하여 88%라는 보고도 있고, 전
국 평균이 59%인데 비하여 78%라는 보고도 있었다.52)

52) 특허청, 미국 특허심판원

및

순

연방

회항소법원 연구, 2007.9.,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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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95~2010년 미국 특허권 소송의 경향
* 출처: PWC, 2011 Patent Litigation Study Patent litigation trend, 18면

독일
뒤셀도르프는 특허분쟁 소송을 제기할 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 중 하나
이며 특허보유자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속도도 빠르
다는 것이 강점이다.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한 비율은 2009년 기준
으로 62%에 이른다. 세계 평균이 35% 정도인데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뒤셀
도르프 법원에 대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과 같은 곳”이라고 소개한다. 이곳도 특
허권자 친화적으로 유명해 세계 각지의 변호사와 기업인들로 북적거린다. 세계적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을 사고팔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법원
에서의 소송을 쇼핑하듯 선택할 수 있다.
(3) 일본
앞에서 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일본의 무효심판 심결의 법원에서
의 변화 추이를 보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비율이 2009년 38건(51%), 2010년 53건
(56%), 2011년 55.4건(6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심결에 대한 법원의 수가 적지만 법원의 처지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오고 있다.
2003년에는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모든 각료와 총리가 임명하는 지식인으로 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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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내각에 창설되어 한 부처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큰 과제에
대처해 왔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조하여 지식재산 고등재판소를 설립하였다.
2010년부터는 각 부처의 정무장관급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전문가에 의한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 국제표준화 전문조사회, 국제표준화전략 T/F 및 관계 부처의
Cool Japan 추진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하여 민 관의 지혜를 결집해 정치 행정
의 복합적 체제하에서 전략구축 및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
결 변화가 이러한 정책 방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책적
분위기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소송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특허법
원은 단일하게 존재하고 지방법원의 경우는 대부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
원지방법원에 몰리고 있고, 이러한 포럼 쇼핑의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
국과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을 비교하는 경우 동일한 특허를 우리나라와 외국에
동시에 소송을 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지
역에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판결을 하는 곳에 비
하여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면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적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4.

유효성 추정 원칙의 효과

한국의 경우 유효성 추정 원칙이 없으므로 이미 등록된 특허라도 쉽게 무효로
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유효성 추의 원칙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인으로 상대
적으로 미국의 특허가 존속이 잘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경우 KSR
판결 이후에 유효성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효
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다.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CAFC의 119개 판결 중 유
효추정원칙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31건 (26%)에 이른다고 하였다. 31건을
분석하면 이러한 재판의 결과 중에서 23건(74%)은 배심원 재판이고 8건(26%)은 판
사 재판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는 모두 무효로 판단된 바가 없고
CAFC에 의해서 유효로 인정되었다. CAFC는 소송에서 유효추정의 원칙을 21회
(68%)를 언급하고 명시적으로 재판에서 15번(48%)을 적용하였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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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효성 추정 원칙의 적용사례
* 출처: Etan S. Chatlynne, UPDATE: Investigating Patent Law’s Presumption of Validity

미국의 경우 KSR 판결 이후에도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있을지 없을지
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유효성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실증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FC는 유효성 추정에 관한 법제
282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필
요성에 근거하여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우위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보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심사 중 고려하지 않았던 증거를 바탕으로 무효를 다툴 때에도 심사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CAFC는 심사관의 심사 중 고려 여부를 불
문하고 동일한 유효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미국의 법원과 우리나라의 법원의 경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유효로 판단된 심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18의 심판청구와 특허법원의 기각, 인용 비율을 보면 무효 심판에
서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유효로 판단되었다가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가 되어 무효
로 되는 비율을 보면 2008년 41.2%, 2009년 37.1%, 2010년 36.5%, 2011년 35.6%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유효성 추정의 원칙의 경우는 CAFC에서 적용되므로 명확하고
53)

Etan

S.

Chatly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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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li

http://www.patentlyo.com/patent/2010/11/update-investigating-patent-laws-presumption-of-valid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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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원칙
이 없어 심판원에서 유효로 인정되더라도 특허법원 단계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비율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유효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게 된다면 소송과정
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
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소송 단계에서 심결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일본의 판례는 특허소송제도 초기에 무제한설
의 입장에 있었고, 그 후 동일법조설을 취하였다가 현재는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하여 기본적으
로 무제한설의 입장이다.
․

무제한설은 사실심리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사자는 심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법사유는 물론 새로운 증거를 포함한 일체의 증거를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법원
도 이를 채용하여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은 특허법에 규
정된 무효사유는 추상적이고, 규정되어 있는 무효원인은 비록 동일법조문에 해당하
는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이유로 보아야 하며, 더욱이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동일법조설을 비판하는 입장에 기초한 동
일사실 동일증거설이 있다.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은 취소소송의 범위는 심판에서
다루어진 사항과 이를 보충하는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을 뿐 심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

․

․

․

이러한 견해의 차이와 법원의 심리 범위에 따라 심판과 법원의 결론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하면 우리나라에서 심결이 법원
의 판결을 통하여 달라지는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도에 53%, 2011년에 71%, 2012년 상반기에 51%의 비
율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특허가 유효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유효성 추정의 원칙이나 재심사에서 제출된 증거를 금반언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
며, 일본의 경우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에 따라 심리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무제한 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심판단계보다 법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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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단계에서 더 많은 선행기술이 제출되고 이에 따라 상황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심
판원의 심결이 법원 단계에 변경됨을 알 수 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 상반기
상황변화(새로운 주장
․증거, 자백간주, 심결
53%
71%
51%
후 정정확정 등)
표 34 새로운 증거 등 상황변화에 의한 심결취소율
* 출처: 특허심판원 자료

심판범위에서 무제한설과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은 법원의 정책결정 사항이지만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2심에서 새로 제출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2심에서 새로 증거가 제출된다면 이를 1심에서 다투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심결에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새로운 무효증거가 제출되
는 경우가 발생하면 심결에서는 유효인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만
일 동일사실 동일 증거만을 제출하게 된다면 특허권자로서는 다양한 방어 기회와
더불어 충분히 기술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우리나라 심판원의 심결과 법원의 판단에 있어 진보성의 기준이 차이가 있어 상
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 소송에서 무효율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가지로 시행이 되었으며, 심결과 법원의 결론이 달라진 특허심판원 주
심 심판관을 대상으로 하여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설문, 심판원의 심판과 특
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을 대상으로 특허 무효 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설
문으로 구성된다.
(1)

심결과 법원의 결론이 달라진 특허심판원 주심 심판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고, 심결과
법원의 판결이 진보성 판단 기준에 의하여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사에 의해 법원의 판결 당부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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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심결 취소된 심결과 법원의 판단 변화의 이
유와 관련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심결 취소된 심결을 한 주심 심판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5명의 응답자를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의 문항은 심결취
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와54) 등록 전(심사 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특허요건
판단 시와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시를 비교할 때에 특허성 판단 수준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55)
①

②

이러한 설문의 결과를 분석하여 본 결과는 유효를 무효로 판단한 사건에 관한
주심의 의견과 무효를 유효로 판단한 사건에 관한 주심의 의견으로 나누고
등록 전후의 특허 요건의 이원화에 관한 주심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①

②

③

먼저 유효를 무효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 33.3%(4건)의 비율로 심판과 소송 단
계의 판단 모두 수긍이 가는 근소한 판단의 차이였다고 답하였지만 66.7%(8건)의
비율로 소송 단계에서 특허성을 너무 쉽게 부정했다고 답변하였다. 상대적으로 법
원 단계에서 진보성을 엄격하게 본다는 답변이 많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대체
로 구성의 곤란성을 간과하거나, 사후적 고찰이나, 청구범위 해석, 기술적 의미의
경시 등의 이유로 법원 단계에서 쉽게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다.
무효를 유효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 11.1%(1건)의 비율로 심판 단계에서 특허성
을 너무 쉽게 부정했다고 답하였고, 55.6%(5건)의 비율로 심판과 소송 단계의 판단
모두 수긍이 가는 근소한 판단의 차이였다고 답하였고, 33.3%(3건)의 비율로 소송
단계에서 특허성을 너무 쉽게 인정했다고 답변하였다. 대체로 무효를 유효로 판단
하는 경우는 근소한 판단의 차이로 인정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한지의 차이, 구성의 차이
점을 판단하는 시각, 기술내용의 상세히 검토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건

검 여 셨
취
디
쉽
했
쉽
했
모 긍
근
였
쉽
했
쉽
했
록전
복
건
록
건
둘
각
?
록전
건 높
록
완화
록 전과 록
건 달 볼
록전 오 려 록
건 더높
야
타

54) 이 사

문과

의 심결

문
너
너
너
너

판결

① 심판 단계에서 특허성을
② 심판 단계에서 특허성을

을

토하

무

게 부정

무

게 인정

③ 심판 단계와 소송 단계의 판단
④ 소송 단계에서 특허성을
⑤ 소송 단계에서 특허성을
55) 등

에는 특허요
등

다.

무

게 인정

다.

③ 등

보다

을

히

등

심판)의 특허요

필요가 있다고 생

게 적용하되, 등

후의 특허요

을

리

소의 원인이 어

?

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

다.

이 가는

게 부정

(심사 또는 거절결정 불

② 등
④ 기

두 수

을 때에 심결

다.

무

허성 판단 수준의 차이를
① 등

보

소한 판단의 차이

판단 시와 등

하시는지요

후에는 조금

(

다.

후의 특허요

)

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후 판단 시 특허요

을

게 요구해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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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판단 시를 비

할 때에 특

있다.
심판단계와 법원의 단계에서 진보성이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기술의 구성 파악이나 청구범위 해석,
기술적 의미의 차이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효를 유효
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유효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 엄격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허의 등록전과 등록 후의 진보성 요건을 달리 볼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24.0% (6건)가 등록 전에는 특허요건을 높게, 등록 후에는 조금 완화할 필
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44.0% (10건)가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을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20.0% (5건)가 등록 전보다 오히려 등록 후 판단 시 특허
요건을 더 높게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고, 12.0% (3건)가 기타의견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등록 전과 등록 후에 특허 요건을 달리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등록전과 등록 후의 요건을 달리 볼 필요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 전에 요건을 높게 보는 것은 등록을 쉽게 할 수 없게 하지만 일단 등록된
특허는 강한 권리로 보장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 후에 특허 요건을 더 높게 하는
경우는 등록이 쉽게 되지만 추후 특허 등록이 더욱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의 안정성 면에서 등록 후 특허요건을 완화할 필요는 있으나, 등록 전
후 특허요건을 달리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등록 전후의 특허요건을 다르
게 운영하는 경우, 실무에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일한 법조
문이 적용되므로 진보성 판단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
다.
위의 설문조사결과는 설문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특허법원의 진보성 기준이 엄격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

특허심판원 심판관과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특허 유효성의 판단 기준이 등록 시(거절불복심판사건)와 등록 후(무효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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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심결과 법원 단계에서 달라지는지에 관한 내용을 설문하였
다. 설문은 특허심판원 심판관과 특허법원 기술조사관 6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설문의 문항은 특허심판원의 거절불복심판 사건과 무효심판 사건의 특허성 판단
시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특허법원의 거절불복심판 사건과 무효
심판 사건의 특허성 판단시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특허청의 심
사를 통해 등록된 특허가 이후의 판단 절차에서 무효로 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
지, 심결 취소된 무효사건 중 심판원과 법원의 유효 무효 판단 변화(소송단계에
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자백, 등 기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는 제외)를 보면 유
효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변화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록 전(심사 단계와 거절불복심판 단계)과 등록 후(무효 심판 단계)의 특허요건
판단 절차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다
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만일,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달리 설정한다면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내용
이다.
①

②

③

④

․

⑤

⑥

먼저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거절불복심판 사건과 무효심판 사건의 특허성 판단
시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응답에서 46.4% (32건)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30.4% (21건)가 거절불복심판 사건
에서 더 높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7.3% (5
건)가 무효심판 사건에서 더 높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
답을 하였고, 15.9% (11건)가 무효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거
절불복심판 사건과 무효심판 사건의 특허성 판단 기준을 비교할 수 없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설문을 하게 된 이유는 등록 전 단계와 등록 후 단계에서 유효성
판단 기준을 달리 보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후 등록 전후의 판단 기
준을 달리 볼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의 내용을 분석
하면 46.4%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15.9%가 기준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하
는 것으로 보아 과반수(62.3%)가 거절불복심판 단계와 무효 심판 단계에서 다른 기
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단계에서 거절불복심판 사건과 무효심판 사건의 특허성 판단 시 동일
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응답에서 52.9% (36건)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17.7% (12건)가 거절불복 심판 사건에서 더
높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4% (5건)가 무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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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건에서 더 높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2.0% (15건)가 무효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거절불복심판 사
건과 무효심판 사건의 특허성 판단 기준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허심판원의
단계와 비교하여 보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46.4%, 특허법원 단계는 52.9%이므로 상대적으로 특허법원 단계에서 동
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는 비율과 기준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한 비율을 합하면 74.9%가 등록 전
단계와 등록 후 단계에서 유효성 판단의 차이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된 특허가 이후의 판단 절차에서 무효로 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10.9% (8건)가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부실한 특허가 등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79.5% (58건)가 심사단계에서 발견
하지 못했던 유력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무효로 되었다고 답변하고, 2.7% (2건)가
심판 또는 소송 단계에서 더욱 높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하고, 6.8% (5건)가 심판 또는 소송 단계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축적된 사후적
지식을 반영하여 특허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
심판이나 법원 단계에서 등록된 특허의 무효를 시키기 위하여 심사단계에서 제출되
지 않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제출된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답변되었다. 이를 고
려하면 특허의 존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사단계에서보다 더 많은 선행기술이 조
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소송단계에서 심리의 범위에 따라 증거의 제출이 달
라지면 특허가 유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결 취소된 무효사건 중 심판원과 법원의 유효 무효 판단 변화(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자백, 등 기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는 제외)를 보면 유효에
서 무효로 판단되는 변화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1.2% (1건)가 심판원에서 특허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
다고 답변하였고, 37.3% (31건)가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44.6% (37건)가 무효심판 청구인이 소송단계에
서 법원에 제출한 보충 자료가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아도 법관의 심증 형
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3.4% (3건)가 소송단계에서는 특허권자
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13.2% (11건)가 기타 의견을
답변하였다. 설문의 내용을 보면 심판원과 법원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있어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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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원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심판단계보다 법원 단계에서 더 많은 보충자료가 제출되고 이를 바탕으
로 하여 직접적인 선행기술은 아니지만, 무효 판단에 있어 대상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허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심사단계
에서 보다 더 많은 선행기술이 제시되고 미국의 유효성 추정원칙과 같이 한번 제시
된 자료는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은 심사관을 신뢰하여 특허의 유
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제출되고 심사된 선행기술에
더하여 부가적인 보충자료가 추가로 제출된다면 사후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판단 시기

등록 전
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 제62조 및 제132조의3)
권리부여의 가부 판단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판단주체

심사관 또는 심판관

심판관

판단대상

출원전체

청구항별

판단순위

최초의 특허요건 판단

등록된 특허에 대한 2차 판단

당사자

출원인

권리자 및 무효심판청구인

장래효(권리의 발생)

소급효(권리의 소멸)

특허권

손해배상청구권(권리행사시)
법정통상실시권(중용권, 후용권)
실시료 반환 청구권
특허료 반환 청구권

판단절차
목

효

적

과

파생권리

등록 후
권리의 유․무효 판단

표 35 등록 전후 판단 기준 절차

등록 전(심사 단계와 거절불복심판 단계)과 등록 후(무효 심판 단계)의 특허요건
판단 절차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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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46.3% (31건)가 등록
전에는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등록이 어렵게), 등록 후에는 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무효가 어렵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52.2% (35건)가 등록 전과 등록 후를 달
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하고, 1.5% (1건)의 기타 의견이 있다.
등록전과 등록 후에 특허 요건 판단기준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 이유로 볼 수 있다. 권리 안정성 측면과 심사의 신뢰성 측면이다. 권리안정성 측
면에서 설문에서 응답된 내용을 보면 안정적 존속 측면에서 무효가 되기 어렵게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고, 선의의 발명자(출원인)를 더욱 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후
에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자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이를 무효
화 하는 데는 더욱 현저한 무효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심사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권리자를 인정/존중 및 심사관과 심판
관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심사과정을 거쳐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
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은 권리의 생성에 관한 것이나, 무효는 권리의 소멸에 관
한 것이어서, 특허청의 행정행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효가 어렵게 할 필요가
있고, 등록 전에 기재불비, 신규/진보성에 대해 이미 판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등록
후에 유력한 다른 증거(신규성/진보성) 없이 동일한 이유(동등한 정도의)를 들어 특허
권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심사관의 입증책임의 정도와 무효심판청구인의 입증책임
정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곤란하며, 등록 전보다 등록 후의 무효심판의 당사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활용하여 선행기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시보다 훨씬
유력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답변
이 있었다.
등록전과 등록 후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 3가지의 이유로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 측면, 부실권리 존속 방지 측면, 심사여건 고려 측면의
3가지의 이유가 답변되었다.
①

②

③

법적 측면에서 특허성 판단이 등록 전후에 달라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특허 등록
전후에 특허성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면 판단자별로 그 상대적인 판단 기준이 달라질 소
지가 크고, 등록요건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항목들을 적용하면 되고, 다만 '판단기준'
은 단지 그 기술분야 산업환경 등에 따라 다소 변동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별히 다르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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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이유는 없고, 통일화 내지는 공통성을 가지도록 교육이나 경험 등을 통해 노력해
야 하며, 신규성, 진보성 등 주요 특허요건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혼란만 초래할 가능
성이 있고, 특허권은 하나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특허의 실체가 다르지 않고, 특허
요건이 등록 전후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볼 필요가 없으며, 특허는 기술공개에 대
한 대가이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진보성의 기준은 심사시와
무효 판단시 동일하기 때문이고, 특허요건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출원인 및 특허
관련인들이 심판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실권리 존속 방지 측면에서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해 등록 전후에 서로 다른 특
허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운영의 편리를 강조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며, 무효사
건에서는 심사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새로운 증거에 대
해서는 심사에 준하는 판단을 받아야 하고, 부실권리를 무효화시키기 곤란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②

심사여건 고려 측면에서 우리 특허청처럼 심사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점
점 더 열악해지는 환경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등록 후 무
효요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심사물량으로는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이러한 내용을 보면 특허 정책적 결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권리의 안정성 측면과 심사의 신뢰성을 도모하면 특허권자를 보호될 수 있지만, 부
실한 권리가 존속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부실권리 존속 방지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특허권자로서 예상할 수 없는 특허 무효도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회로용 접속 부재’ 판결을 통해 진보성
을 폭넓게 인정한 이후 특허 무효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심사 시와 판단 시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의 원칙적인 해석으로는
등록 전과 등록 후에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입법적 결단으로
등록 전후의 판단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법의 해석으로 기준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달리 볼지는 입법의 문제로 해결함
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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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달리 설정한다면 그 근거를 어
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설문을 보면 29.5% (13건)가 특허법
등에 법규로 명시하고, 38.6% (17건)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내부 지침으로 운영
하고, 27.3% (12건)가 상급심의 판례에 따르고, 4.6% (2건)가 기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을 달리 보는 것은 단지 내부지침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
으로 보인다.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법으로 정해야 당사자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특허 등록요건과 판단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특허 출원인과 일반 공익의 관점에서 저해되는 일이므로 권리 침해
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다.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권을 확
보할 여지가 있어 좋지만,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대립하는 이
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결단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심판단계와 법원의 단계에서 진보성이 차이가 나지 않
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기술의 구성 파
악이나 청구범위 해석, 기술적 의미의 차이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효를 유효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유효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 엄격함을 알 수 있다. 등록
전(심사 단계와 거절불복심판 단계)과 등록 후(무효 심판 단계)의 특허요건 판단 절
차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다르게 설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설문을 보면 46.3% (31건)가 등록 전에는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등록이 어렵게), 등록 후에는 무효 요건을 엄격하게(무효가 어렵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52.2% (35건)가 등록 전과 등록 후를 달리 볼 필요가 없
다고 하였다. 특허의 등록전과 등록 후의 판단기준을 볼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권리의 안정성 면에서 등록 후 특허요건을 완화할
필요는 있으나, 등록 전후 특허요건을 달리 볼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등록 전
후의 특허요건을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실무에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 전후에 동일한 법조문이 적용되므로 진보성 판단수준에 있어서 차
이를 둘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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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권의 존속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특허권자의 정정 허용범위 완화

(1)

미국

미국의 경우 재심사절차에서 청구항의 변경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정정의 인정요건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의 요건을 완화한다면 상대적으로 특허권의 존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재심사의 경우 청구항 변경을 통하여 특허 청구항을
보정하고 이를 통하여 특허가 유효가 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결정계의 재심사 통계를 보면 청구항 변경을 통하여 청구항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67%에 이르고 있다. 또한, 당사자계의 경우도 42%의 비율로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심사 절차에서 많은 특허가 유효로 됨을 알 수 있다. 청구항 변경을
통한 유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정계의 경우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인정되는
22%만이 유효로 인정되게 된다. 당사자계에의 경우는 11%로 더 낮은 비율로 유효
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심사 절차에서 청구항 변경을 통
한 유효를 인정하게 되면 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계 재심사에서 청구항 변경을 인정하고 변경된 청구항에 대
하여 정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35 U.S.C. 31656)에서 35 U.S.C.
25257)의 재발행의 효과를 준용하고 있다. 정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정의 소급효
때문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므로 특허권자가 동의하는 전제에서 정정된
청구항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효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및
취
새 운
입 안
새 운
발 전
안
새 운
여
내
입
나
내 입
여
발
여 표
과
과
발
과
발
력 치며 발
발
건
형
래 여
과
력 진
나
발
내
류
런
치 니
존
키 니
발
내
내 과 치
큼
며
여 터 력 진

56) 35 U.S.C. 316 (특허성, 불특허성
재심사에

따

의 조항 하에서의 증명서의
미국

에서 제조, 구

권리에 있어 재

생하는 소송조

행의 효

지 아

특허의

용

이

일

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된 보정된 청구항 또는

, 미국

로 수

제의 252조에서 특정된 청구항
행에 효

식이 변경된 상태로 원

부

만 계속성을 가지

지 아

원특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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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재

청구항 당사자계
특허된 것을

실질적인 준비를 한 자의

동일한 효

을 미

되었던 것

일로부

로

청구항은, 이 조의 제1항

청구항에 의하

용이 동일한 한 그 인도는 당시 계

재하는 소송이유를 실효시

되는 정도만

로

로

한 자 또는 이를 위하

) 원 특허의 인도는 특허증의 재

행되는 특허의 청구

하고 당시

소의 증명서) (b) 보정된 청구항 또는

된 제

에, 그 제

에 있어서 특허증의

원 특허와 재

향을 미

행

또는 사용하거

행된 특허를 위하

57) 35 U.S.C. 252 (재
다. 그러

청구항

라 특허성이 결정되고 특허로 가

가 있다.

재

행된 특허증은 이후

동일한 법적 효

행된 특허는 그 청구

그 효

을 가

중인 소송에 아무

을 가

다.

영

용이 원

(2)

일본

일본의 경우 2011년에 특허 청구항 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법을 개정
하였다. 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특허법을 대폭으로 개정하였다.58) 이중의 내용
으로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의 허용 여부의 판단 및 심결의 확정을 청구항 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심판에서도 청구항 별로 취급을 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다.
원칙적으로 특허법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하나의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청구항에 관계한 특허나 특허권
의 일체 불가분의 취급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명문으로 청구항 별
로 취급하는 예외를 규정한다. 최근 판례에서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특허
무효심판 심결은 청구항별로 구분한 행정처분이고, 청구항 별로 부분적으로 확정한
다고 판시하였고, 정정청구에 있어서 정정 허용여부 판단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최고재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정”에 대해서는 정정 대상
이 되고 있는 청구항 별로 개별적으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59) 이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의 허용여부의 판단 및 심결의 확정을 청구
항 별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60)
제126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서 정정심판에서도 청구항 별로 취급하도록 개정 심
판청구인이 요구한 경우에 청구항 별로 정정심판의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청구항 간
의 인용관계를 없애고, 제2항에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항 별로 청구된 경우에 일부
심결이 확정되어도 정정심판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규정
하고, 제3항에서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 단위로 청구할 수 있음을 규
정하고, ‘일군의 청구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 청구항은 ‘일군의 청구항’으로
서 일체적으로 취급한다. 제4항에서 청구항 별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명세
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복수의 청구항과 관계한 경우 그 관련 청구항 전체에 대하
여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61)
포 률
터
현 률
最判 平成 年 月 民集 卷 号
전
본
내 과
슈페 퍼
첨
세
범
여
음 열
목
석
터
별

58) 2011년 6월 8일 공
59)
60)

20

7

성태, 11년 일

된 법

10日

로서 2012년 4월 1일부

62

7

특허법 개정의 주요

용

행 법

시사점, 지식재산연구원 이

61) 개정법 제126조(정정심판) ①특허권자는 원서에
대하

시행되는

1905

부한 명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은 다

에서

서, 특허청구

이

, 2012 no.3,

13면.

위 또는 도면의 정정을 하는 것에

거한 사항을

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1, 2호 생략

3호 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명

4호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는 청구항의 기재를 당해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②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된 시부

그 심결(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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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구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

부

이에 따라 심판청구의 방식에 관한 제131조도 개정이 되었다. 청구항 별로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규정이며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가 청구항 별로 심리되도록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였
다.62) 이를 통해 당사자의 경우 모든 청구항을 정정하지 않고 개별 청구항 별로 정
정을 청구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도 완화되면서 특허가 유효로 될 가능
성도 커지게 된다.
(3)

유럽

유럽법에서 이의신청에 의한 보정은 우리나라 정정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EPC에서는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이 특허권자에게 통보될 때 기간
을 정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등을 적절히 보정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특허권자에게 어떠한 통지서가 발송되든 특허권자는 명세서를 적절히 보정
할 기회를 가진다. EPC에서 이의신청 중의 보정에 관한 규정은 제123조 제3항63)에
나타나 있다. 이 조항은 그 효력이 청구범위의 보정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나 유럽
특허 보호의 범위는 EPC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세
한 설명과 도면도 보정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64)
(4)

우리나라

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③ 2 이상의 청구항에 관계한 원서에

첨

범
진 군

부한 특허청구

위의 정정을 할 경우에는 청구항

나

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청구항 중의 하

령
별

관계 그 밖의 경제산업 성

군
‘
취
및
록
‘
과

우는 당해 1
62) (1) 청구의

에서 정하는 관계를 가

제3항)

및

규정(제1항)

여
록

여야

만 하도

로 제1항의 규정에

따

‘군

의 청구항(이하 1

의 청구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

특허법 제126조 제3항(동법 제134조의 2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

군

청구항(또는 일

별
군

의 청구항)

의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당해 청구항(또는 일

의 관계를 기재하
63)

여

1

한다.

제4항(동법 제134조의 2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2) 청구의 이유’의 기재에 대하
수의 청구항

여야

로 당해 청구를 하

지’의 기재에 대하

조 제2항
기재하도

의 청구항

별

의 청구항의 기재를 다른 청구항이 인용하는

규정(제2항)

포함
세

로 청구할 경우에 명

별

의 청구항)

합 록
복
과

한다)의 규정에 적

하도

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세

로 그 명

서 또는 도면의 정정

EPC Article 123(3) The claims of the European patent may not be amended during opposition
proceedings in such a way as to extend the protection conferred.

64) 특허청,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의 보정

및

정정청구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2006,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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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정제도에 있어서 청구항별 정정을 인정하거나, 청구항의 변경을 정정
불인정 사유에서 제외, 청구항 변경 시 소급효 불인정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특허
권자가 상대적으로 정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세적 효력에 비추어 그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는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추가나 직렬적 구성
요소의 삭제, 수치범위의 확장 및 변경 그리고 구성요소의 수평적 대체 등과 청구
범위 감축에 해당하지만, 정정 전 발명의 구체적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기술적 특징의 변경에 속하는 정정이 되어 그 정정이 인
정되지 않지만, EPC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보정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보정 전의 청구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면
그러한 보정은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을 통하여 무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정의 요건이 엄격하게 되면 특허를 정정하기 쉽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
로 특허가 무효로 될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정
제도를 유연하게 하여 특허권자가 방어절차에서 정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정제도가 엄격하므로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서 이를 잘 활용
하고 있지 못하며 심판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인정이 잘 안 되므로 무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는 현행 정정인정 실무를 변경하여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정
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제3자에게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끼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 후의 발명이 정정 전의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을 일탈
하여 새로운 목적 및 효과가 있게 되었는지’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
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정정 전후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의심판(가칭) 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하다 무효 심판제도로 편입되었다. 이
의신청제도는 흠결 있는 특허가 등록된 후 권리의 지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전
에 그 흠결을 발견하여 취소시킴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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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 7월 1일 자로 특허이의신청제도의 기능이 무효심판제도에 편입되었다.
이유는 특허이의신청제도의 기능은 특허무효심판으로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기 때
문이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특허법 개정에서 ‘이의 신청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유효성에 대하여 경쟁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65) 이는 특허심
사의 조기화에 따라 특허출원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심사가 종료되고 권리가 확정하
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일본의 특허심사 신속화 정책에 따
라 특허심사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특정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이전에 특허심사가
종료되어 그 권리가 확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특허출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사의 선행기술을 숨기려는 기업들은 특허출원 이후 최
대 18개월 동안 해당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다. 일본은 특허심사 신속화 정책을 추
진하여 우선심사제도, 조기심사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우선심사제
도의 평균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5.9개월
로 단축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특허를 출원ㆍ등록한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
업들의 경우 경쟁기술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감지할 수 없게 되었
다. 일본 특허청(JPO)은 등록 후 특허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의 입
장에서 이의신청을 통한 특허무효에 이르기까지의 부담이 크고 비즈니스 기회를 놓
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어 산업계는 우선심사제도 등을 통해 특허를 획
득한 기업과 경쟁기업 간에 해당 기술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여 사
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와는 다르지만, 이의심판(가칭)과 무효 심판단계
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심판원에서 등록 후 리뷰/당사자계 리
뷰를 이원화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심판원 내에서도 권리 무효 절차를 이의심판(가
칭)/무효심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66)
이의심판(가칭)은 부실권리 발생의 사후적 정리 및 제3자에 의한 이의 제기 기회
본

65) 일

사).

여

의 경우, 금년 중으로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를 소집하

에서의 특허법 개정을

염
터 록
화 여

66) 미국의 경우 2012.9월부

입 검
록

두에 두고 이의신청제도 재도
등

(우리 무효심판 유사)로 이원

을

후 특허성 판단 절차를 등

하

문

2013년 정기국회

(일간공업신

후 리

의 이의신청 유사)와 당사자계 리

특허심판원(PTAB) 관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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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뷰 럽

토하기로

운

(유

영하기로

함

.

2012. 8. 15.(수)자 기

뷰

를 부여하는 것으로 등록 후 일정 기간(미국의 경우 9개월) 이내에 제3자가 신청하
고 심리 범위는 심사할 때와 동일하게 모든 특허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특허심판원
내에 이의심판 전담부(가칭 이의부)를 설립하여 전담하게 된다.
무효심판은 이원화하여 운영되며 심사결과 존중, 일정 기간 경과 후 특허권자에
게 형성된 특허 유효성에 대한 신뢰 보호 및 특허권에 기인하여 형성된 권리의 안
정적 유지 및 행사 보장을 하는 취지에서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의심판(가칭)
과 달리 등록 후 일정 기간 이후(이의심판 신청기간 도과 후)에 제3자가 신청하게
되고 심리 범위는 실체적 특허요건(신규성/진보성/선출원)만 검토하게 되며 특허심
판원 내에 심판부에서 전담하게 된다.67)
이의심판 절차에서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한 후
이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특허발명을 다시 심사하여 무효 여부를 알려
주고 특허권자는 이에 대응하여 자유롭게 감축 정정을 하여 자신의 특허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절차가 이원화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부실권리의 경우 조기에 무효화를 통하여 부실권리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관계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 이후 특허가 무효되더라도 이를 통해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게 된다.
3.

등록 전후 진보성 판단 기준 이원화 방안

등록 전(심사 단계와 거절불복심판 단계)과 등록 후(무효 심판 단계)의 특허요건
판단 절차에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다
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문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을 앞에서
검토하였다.
등록전과 등록 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이유로 볼 수 있다.
권리 안정성 측면과 심사의 신뢰성 측면이다. 권리 안정성 측면에서 선의의 발명자
(출원인)를 더욱 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 후에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자의 신
뢰 보호가 필요하고,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이를 무효화 하는 데는 더욱 현저한 무효
안
헤 릴
범

67)기재불비를 제외하는 방

포함
여
포함
를

제3자에게 미리

아

할지는 실무에서 시

건

도 있을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기재불비 요

능 록
취

할 수도 있다.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심판을 가
수 없는 손해를

적으로

려

원, 변경 출원의 경우는 고

운 여
용하

입

하도

히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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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이므로 제3자의 이익을 고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하지 않는다.

안 많
려
발

에 해당하는 사

이 있으므로 이

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유만을

검

토하

하되 기재불비를

명의 성립성, 분할 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심사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은 권리의 생성에 관한 것이나, 무효는 권리의 소
멸에 관한 것이어서, 특허청의 행정행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효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등록전과 등록 후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크게 3가지
의 이유로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특허성 판단이 등록 전후에 달라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특허 등록 전후에 특허성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면 판단자별로 그 상
대적인 판단 기준이 달라질 소지가 크고, 특허는 기술공개에 대한 대가이므로, 하나의 기
준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진보성의 기준은 심사할 때와 무효 판단할 때 동일하
다. 부실권리 존속 방지 측면에서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심사에 준하는 판단을 받아야 하고, 부실권리를 무효화시키기 곤란하게 된다. 심사여
건 고려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심사물량으로는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가 어렵다.
①

②

③

이러한 내용을 보면 특허 정책적 결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권리의 안정성 측면과 심사의 신뢰성을 도모하면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부
실한 권리가 존속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부실권리 존속 방지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특허권자로서 예상할 수 없는 특허 무효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심사 시와 판단 시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등록 전과 등록 후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달리 설정한다면 그 근거는 입법으로
정해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특허 등록
요건과 판단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특허 출원인과 일반 공익의 관점에서 저해되므
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다.
법률로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이원화하게 되면 미국의 심판원에서 등록 후 리뷰
/당사자계 리뷰를 이원화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심판원 내에서도 권리 무효 절차를
이의심판(가칭)/무효심판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면서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등록 후 일정 기간(3개월 또는 미국처럼 9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
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심판신청 절차를 통해 심사단계와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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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특허가 유효할 것이라는 신뢰
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신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무효심판 단계에서 더욱 좁은
폭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심판원 내의 절차에 따른 판단 기준 이원
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권리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제3자의 입장도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다.
4.

특허 유효추정 법적 명문화 방안

특허 유효추정의 명문화를 하는 경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등록 후
에는 “유효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CAFC에서는 무효를 위해 ‘명확하고 확신할
수 있는 (Clear & Convincing)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부실특허를 효과적으로 제거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법은 재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재심사
절차에서는 유효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심사에서는 유효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의회의 의도는 재심사 외의 절차에서는 유효추정의 원칙
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또, 제282조의 문언적 해석이 심사관이 고려하지 않은 증
거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68)
유효추정 규정 도입의 장점을 보면 특허권자의 신뢰이익 보호, 특허권의 안정성에
이바지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심사관의 위상이 제고된다. 단점은
부실권리가 존속할 가능성이 커져,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심사품질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 개인의 신뢰이익을 공공의 이익보다 더 보호하게 되어 특허행
정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심사관의 심사부담 때문에 부실 특허가 양산되어
부실특허는 기술적 진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실특허를 효과적으로 제
거하기 위하여 유효추정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적어도 심사관이 고려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유효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야 한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지만 심사관이 고려한 선행기술에 대하여
만 유효추정의 지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최적의 선행기술을 심사관에
게 제출하여 강한 특허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유효추정의 원칙 도입 방안은 3가지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68) 정차호, 특허를

강

과약

하게 보호할 필요성

하게 보호할 필요성의 대립, 지식재산정책, 2011. 03,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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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특허를 무효로 심결하는 것으로 장점은
특허권의 안정성에 이바지하고 부실특허 배제가 가능하지만, 단점은 명확하고 확실
한 증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판례69)는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
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리행사를 부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침해소송
법원과 심판원의 무효판단 기준은 다르지 않다.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허문
헌 논문 등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가 있다. 명백한 증거임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문헌 여부 인지보다는 법률적 판
단을 개입하여 당해 기술을 무효시킬수 있는 견련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명백성”은 무효사유의 존재에 관한 명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 행정처
분의 무효요건에서 말하는 명백성과는 다른 것이고, 단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심증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된다면 당해 특허가
무효화될 것이 확실하게 예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70)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제133조(무효심판) ⑤ (신설) 제1항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특허가
무효임을 명백한 증거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안은 심사과정에서 검토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무효 증거에서 제외하는 것
이다. (일사부재리효 부여). 장점은 유효추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며, 심사결과의
위상이 제고된다. 동일사실 동일증거가 적용되는 심판의 범위는 심사에서 다루어
진 사항과 이를 보충하는 주장 및 입증을 의미한다. 심판단계에서는 심사단계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심
사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자료는 그것이 비록 주지의 것이든 용이성을 입증하는
것이든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여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점
은 무효심판의 경우 새로운 증거제출이 많아,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심사품질의
․

발
별

69)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에서 “특허

발

특허

명의

진
야

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

니

한다고 보아

담
살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70)

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

)

364

백

무효로 될 것임이 명

남
진 여

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전

더

이라고 하

기 위한

전

발

제로서 특허

, 최고재판소 2000.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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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보성

라도

한 경우에는 그 특허

여
남
여

용에 해당하

허용되지 아

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

平成 年 オ 第 号
10

여

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

부에 대하

용에 해당

심리․판단할

담보가 필요하므로, 심사부담이 가중된다. 심사의 품질이 제고되고, 출원인이 최적
의 선행기술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지금도 출원인이 제출하는 선행기술의 개수가
많아서 심사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제163조(일사부재리) ② (신설) 제66조의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당해 출원에 대하여 통지된 거절이유 및 증거와 동일한 이유 및 증거로
제133조 제1항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안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리 판단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무효증거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일사부재리효 부여) 장점은 유효추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며,
현행 일사부재리 제도와 유사하므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 다만
단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제163조(일사부재리) ② (신설) 제132조의3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제133조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유효추정의 원칙은 특허권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심사품질제고 및
신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실권리에 의한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리의 안정성 측면과 심사의 신뢰성을 도모하면
특허권자를 보호될 수 있지만, 부실한 권리가 존속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침해
될 수도 있고, 부실권리 존속 방지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특허권자로서 예상할 수
없는 특허 무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적 결단으로 유효추정원칙을 도
입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서 제한설이나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을 취하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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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의 존속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심
리범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무제한설의 입장이다.
무제한설은 사실심리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사자는 심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법사유는 물론 새로운 증거를 포함한 일체의 증거를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법원
도 이를 채용하여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심결취소소송
을 복심(覆審)으로 보는 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의한 행정처분의 전면심
사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특허요건을 특허법원에서 판
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전심 경유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고 결국 심판의 준사법
적 기능에 입각한 심급 생략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
해이다. 즉, 이 견해는 특허청과 법원의 권한분배 사상에 기초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심판에 대한 사후심으로 보고,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특허요건을 법원에서 판
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전심 경유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본다.
․

일본의 판례는 1976.3.10.大法廷判決에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는 심판절차에
서 심리 판단된 특정의 무효원인에 한한다고 함으로써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을 취
하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고, 이후 일본최고재판소는 이 판결의 입장을 따르고 있
다고 한다. 大法庭判決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결의 요지로 하고 있다. 특허출
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정절차는 일반 행정처분의 경우와는 다르고, 언제나 전문
적 지식 경험을 가지는 심판관에 의한 판단을 요구한다. 구 특허법 제117조에서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동일 사실 및 증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대세적인 일사부재리의 효과를 부여한 것
이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사실심을 1심급 생략하고 있는 것은 심판단계에서 충분
한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판절차에서 다투
어졌고 심리 판단된 사항만이 심리대상이 되어야 그 이외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아
야 한다.
․

①

②

③

④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은(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2. 1. 19. 구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
원합의체 판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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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
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본 판결의 의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 등록이 된 후에 청구
되는 심판에만 적용되고, 어느 심판청구 후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 심결시
설을 취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바꾸어 심판청구시설로 취함으로써 제3자
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비록 이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은 심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동일사실 동일증거의 일사부재리
의 원칙의 판단 기준을 심판청구 시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제3자의 재판받을 권
리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무제한설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이유에서 가능하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
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특허법 제186조 제6
항). 즉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심결의 위법성 여부인 한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설사 당사자가
이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허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1)일사부재리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163조
에 의하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
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일 것을 필요로
하므로 동일사실이라도 다른 증거이거나 동일증거라도 다른 사실에 의한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이 동일사실 및 동일증
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의 다른 사실 또는 다른 증거의 주장과 제출을
허락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특허법 제1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소제기를 인
정하지 아니하는 특허법 제18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72)
특허권자로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판절차에서 다투어졌고 심리 판단된 사항
만이 심리대상이 되어야 절차적 보장과 공격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
의 보호 입장에서는 판례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만일 입법
으로 해결한다면 아래와 같은 입법안이 제안될 수 있다.
본

71) 특허청, 일

특허법

72) 위의 보고서, 260면.

전문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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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2(심리범위) (신설)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판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판에서 다루어진 사항과 이를 보충하는 주장 및 입증은 가능하다.
6.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는 법원의 자료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해나 소
취하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재판이 진행되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후에야 소송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이 소송이 진행되어 상
대적으로 무효율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화해하여 소송을 종료하
게 되면 서로 간에 라이센스를 통하여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지만, 분쟁이 끝까
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효증거가 되는 유력한 증거를 찾아내게 되어 특허가 무효
로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무효율이 높아
지게 된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립적 지위의 제3자인 전문가(조정인)
가 개입되어 당사자들이 일치된 해결안에 도달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은 그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외적 분쟁해결제
도)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제3자에 의해 구속력 있
는 결정을 내리는 소송이나 중재보다 융통성과 창의성이 있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해란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
키는 행위이다. 화해는 분쟁처리 형식이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분
쟁의 해결은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
가 화해를 거부하면 그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화해에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화해제도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에서 특허 관련 분쟁에서 많
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허권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하여 청구범위의 해석을 둘러
싼 다툼이 많으며 선행기술의 출현을 예상하기 어려워 권리의 불안정성이 높은 편
이기 때문이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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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지적재산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74)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식재산
의 분쟁처리 등을 행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기관이다. 조직은 동경 본
부와 관서지부 및 나고야지부 그리고 각 지역의 지소로 구성된다. 조정인, 중재인,
판정인은 그 후보자 명부로부터 사건마다 선임된다. 본부 및 각 지부에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IP 중재센터의 주요 업무로서는 상담, 조정, 중재,
판정, 도메인네임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협회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정
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 다만 특허분쟁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전히 중재보다 법원
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에서 조정과 중재사건을
처리한 비율을 보더라도 조정이 중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센터는
정부의 지원 없이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소규모 예산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
므로 교육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중재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75)
일본은 ADR 촉진을 위하여 2004년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ADR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ADR
촉진법은 민간 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
증요건을 정하여 놓고,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
을 근거로 하여 그 기관이 필요한 법정의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
에 대하여 법무장관이 심사하여 ADR 기관을 인증하고, 인증받은 ADR 기관만이
ADR 촉진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AD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
다. ADR 촉진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ADR 기관을 이용에 따른 효과로서 ㉮
시효중단, ㉯ 소송절차의 중지, ㉰조정전치의 원칙 등 특례 세 가지를 정하고 있
다.76)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입법을 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서울과 법원에 조정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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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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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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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중재, 2010,

봄

, 25면.

의

쟁

의 분

신으로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정신청의 인지대는 소장의 1/5에 불과하고 진행도 소송
보다 빠르고 조정센터의 상임 조정위원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로서 객관적
인 원칙과 기준으로 이해관계중심으로 조정을 진행하여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
다.77) 다만 특허분야의 경우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특허법원 근무
경험이 있거나 특허 관련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법조인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특허문제에 대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소송당사자의 화해
를 통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도 특허무효율이 낮아지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7.

객관적 진보성 판단기준 모색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도 법원이 심판원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 아닌 단순히 진보성의 비교 기준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심판원과 법원의 견해가 바뀐 경우를 본다. 유효가 무효로 된 경우는
2010년에 50%, 2011년 46.2%, 2012년 상반기 68.8%로 평균은 55.1%이다. 상대적으
로 심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효를 유효로 하는 비율은 2010년
50%, 2011년 53.8%, 2012년 상반기 31.2%로 평균은 44.9%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효비율이 높아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유력한 증거는 아니지만, 진보성을
무효로 만드는 유력한 심증으로 작용하거나, 심판단계에서 소송단계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경과하여 사후적 고찰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의 진
보성 판단 기준이 심판원보다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국가별로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경우
제출된 기술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TSM 테스
트가 될 수 있으며 가장 불리한 것은 Graham 분석법이 될 수 있다.
TSM테스트는 당해 발명에 기초한 사후 판단(hindsight bias)을
이지만 TSM 테스트의 유일한 적용 내지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은
77)

박

울

준서, 서

센터운

법원조정

률 문

영 6개월, 법

신

,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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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려는 방안
심사관이나 법관

이 TSM 테스트의 족쇄에 매여 아무런 창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진보
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판단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문제점도 있
다.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에게 진보성이 없음에도 동기나 암시를 찾지 못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예도 많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Graham 분석법을 통하여 진
보성의 기준이 매우 높고 선행기술 적용이 엄격하지 않다가 TSM 기준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발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진보성의 요구 수준이 매우 낮아졌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의 경우 KSR 판결을 통하여 진보성 기준
을 예전의 Graham 분석으로 돌아가 진보성의 판단 기준을 높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 법원 내에서 진보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의 TSM 테스트와 같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판결 실무가 유럽특허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과제 해결 어프로
치 와 같이 클레임 발명에 가장 가까운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으로부터 클레임 발
명의 과제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하거나,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유럽특허에서의 진보
성 판단 실무의 과제 해결 어프로치 를 의식한 논리에 의해 진보성을 긍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여 최근 판결경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

」

「

·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허권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TSM 테스트를 개정하여 KSR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판단 기
준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2009년부터 판례의 태도가 특허권자에게 유리
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특
허권자에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정밀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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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장에서는 특허의 유효로 인정되는 기준과 특허 무효에 영향을 주는 원인 요
소 도출 및 무효율과의 상관관계 분석 후 특허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배경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각국의 특허무효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제도의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별 제도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경우 재심사 제
도를 변경하여 등록 후 리뷰 제도를 통하여 제3자가 보다 쉽게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게 되었다. 화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으로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화해
와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보성의 경우 KSR 판결을 통하
여 진보성 기준을 예전의 Graham 분석으로 돌아가 진보성의 판단 기준을 높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의 유효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발행제도와 재심사 제도를 통하여 정정이
나 재심사에서 특허권자가 쉽게 특허를 정정하거나 등록을 유효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심사제도, 소송보다는 화해를 통한 해결, 제조업 특허권자
에게 유리한 소송 분위기, 진보성 판단의 차이 등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허성 판단 기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지적재산전문법원
이 생긴 이래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기업이 특허권
행사를 단념하는 사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이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 대비가 가능한 각국의 특허 무효율
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각국의 특허 통계율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
율과 다른 나라의 특허 무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특허 무효율의 산정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의 특허 무효율을 합리적인 기준이나 같은 기
준으로 비교함이 없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특허 무효율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매년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포함) 대비 인용심결 건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비교에서 타당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5
년부터 2008년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2007년 한국
57.6%, 일본 54.8%이고, 2008년 한국 58.5%, 일본 58.7%로 유사하다. 우리나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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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2005년~2008년의 4년간 매년 종결되는 건(취하, 각하 포함) 대비 무효심결
건 비율은 평균 54.2%지만, 일본은 2005년~2008년까지 최근 4년간 특허무효율이 평
균 57.6%로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일본은 2009년~2011년까지 특허 무효율이 급격
히 변화하여 39.6%이며, 한국의 경우 2009년~2011년까지 55.5%이다. 2009년부터 급
격한 차이로 일본의 무효율이 한국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일본의
법원의 진보성 인정의 변화경향에 따라 무효율이 적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전체 평균은 우리보다 낮지만, 과거 특정 시기에는 한국보다 무효율이 높아
지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가별 특허 무효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특허 무효
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 요소 도출 및 무효율과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대체로 화
해 및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이 특허 무효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경우 소송전, 소송 시작 단계, 소송 중에 많은 경우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고 있다.
정정 요건의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정제도의 운용 범위에 따라 특허권자에
게 유리하게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지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상대적으로 정정제도를 유연하게 하여 특허권자가 방어절차에서 정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정제도가 엄격하므로 당사자가 심판절차
에서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다.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에 따
라 무효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았다. 미국의 경우 비록 KSR 판결로 엄격한 TSM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
미국의 경우 KSR 판결 이후에도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있을지 없을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유효성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실증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유
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일본도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 소송 단계에서 심결취소 소송의 심리 범위도 무효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법원의 심결에 대한 심리 범위에 있어서 무제한설을 적용하
게 되면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2심에서 새
로 제출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설문조
사의 결과를 보면 심판단계와 법원의 단계에서 진보성이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기
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진보
성의 판단에 있어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특허권의 안정적 존속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에는 특허권자
의 정정 허용범위 완화하여 방어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재심사절차에서 청구항의 변경의 요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권
- 116 -

자에게 상대적으로 정정의 인정요건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
의 요건을 완화한다면 상대적으로 특허권의 존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심판(가칭) 제도 도입하고 등록 전후 진보성 판단 기준 이원화 방안을 마련하였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와는 다르지만, 이의심판(가칭)과 무효 심판단계
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심판원에서 등록 후 리뷰/당사자계 리
뷰를 이원화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심판원 내에서도 권리 무효 절차를 이의심판(가
칭)/무효심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법률로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이원화하게 되면 미국의 심판원에서 등록 후 리뷰/당사자계 리뷰를 이원화하여 운
용하는 것처럼 심판원 내에서도 권리 무효 절차를 이의심판(가칭)/무효심판으로 이
원화하여 운용하면서 특허요건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허 유효추정
법적 명문화 방안이 가능한지에 관한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경우 등록 후에
는 “유효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유효추정 규정 도입의 장점을 보면 특허권자의
신뢰이익 보호, 특허권의 안정성에 이바지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심사관의 위상이 제고된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가 변경되어야 함을 제안하였
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서 제한설이나 동일사실 동일증거설을 취하는 것이 특
허권의 존속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의 심
리범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무제한설의 입장이다. 특허권자로서는 심결취소소송에
서는 심판절차에서 다투어졌고 심리 판단된 사항만이 심리대상이 되어야 절차적 보
장과 공격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의 보호 입장에서는 판례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분쟁을 감소하고
특허 무효를 적게하는 방안임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
하여 특허권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9년부터 판례의 태도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특허권자에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정밀한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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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 당사자계 재심사 결과 (2008. 7. 31까지)

CertificateNo.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11th
12th
13th
14th
15th
16th
17th
18th
19th
20th
21st
22nd
23rd
24th
25th
26th
27th
28th
29th
30th

재심사 Control No.
95/000,004
95/000,002
95/000,001
95/000,095
95/000,037
95/000,047
95/000,026
95/000,041
95/000,013
95/000,131
95/000,176
95/000,111
95/000,027
95/000,117
95/000,208
95/000,040
95/000,024
95/000,164
95/000,055
95/000,132
95/000,059
95/000,213
95/000,056
95/000,085
95/000,255
95/000,016
95/000,116
95/000,029
95/000,168
95/000,023

특허등록번호

6,352,486
6,177,102
6,232,427
6,689,336
6,444,872
6,520,401
6,571,920
6,520,297
6,440,481
6,614,729
6,890,906
6,116,477
6,577,102
D504,126
6,566,285
6,623,378
6,524,031
7,052,301
6,381,942
6,808,888
6,616,382
7,081,542
6,641,334
6,872,152
6,750,386
6,376,217
6,553,794
6,624,263
7,048,472
6,3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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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결과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or
disclaim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disclaimed
All claims confirm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Claims chang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Claims chang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Claims chang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Claims changed
All claims disclaimed
Claims changed
All claims disclaim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anceled
All claims confirmed
Claims changed
All claims disclaimed
Claims changed

<부록 2> 미국 재심사의 사례

1.

95/000,0004(all claims canceled)

2.

95/000,0002(all claims canceled)

3.

95/000,0002(all claims canceled or disclaimed)

4. 95/000,095(all claims canceled)

- 119 -

5. 95/000,037(all claims disclaimed)

6. 95/000,047(all claims confirmed)

7. 95/000,026(all claims canceled)

8. 95/000,041(all claims canceled)

9. 95/000,013(claim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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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5/000,131(all claims canceled)

11. 95/000,176(all claims canceled)

12. 95/000,111(claim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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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000,027(all claims canceled)

14. 95/000,117(all claims canceled)

15. 95/000,208(all claims canceled)

16. 95/000,040(all claims canceled)
17. 95/000,024(claim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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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5/000,164(all claims canceled)

19. 95/000,055(all claims canceled)

20. 95/000,132(claim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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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5/000,059(all claims disclaimed)

22. 95/000,213(claims changed)

23. 95/000,056(all claims disclaimed)

24. 95/000,085 (all claims canceled)

- 124 -

25. 95/000,255(all claims canceled)
26. 95/000,016(all claims canceled)
27. 95/000,116(all claims confirmed)

28. 95/000,029(all claims changed)

29. 95/000,168(all claims disclaimed)
30. 95/000,023(claim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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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미국에서 유효성 추정 원칙이 적용된 사례

Case Name

Date

Alloc, Inc. v. Pergo, Inc., 366
F. App'x 173 (Fed. Cir. 2010)
Anascape,
Nintendo
Am., Inc.,Ltd.601v. F.3d
1333 of
(Fed.Cir. 2010).
Applera Corp. v. Illumina, Inc.,
375 F. App'x 12 (Fed. Cir.
2010)
Ariad
Pharmaceutical
s, Inc.
v.
Eli 1336
Lilly (Fed.
and Co.,
598
F.3d
Cir. 2010)
B-K Lighting, Inc. v. Fresno
Valves
& Casti
ngs,CiInc.,
375
Fed.Appx.28
(Fed.
r. 2010)
Bayer Scherin Pharma AG v.
Barr1341Labs.,
(Fed.Inc.,
Cir. 575
2009)F.3d
Blackboard, Inc. v.
Desi1371
re2Learn,
574 F.3d
(Fed.Inc.,
Cir. 2009)
BrownNo.v Baylor
Healthcare
Sys.,
2009-1530,
2010
WL 1838921 (Fed. Cir. May 7,
2010).
Crocs,
Inc.
v. Int’l
Trade
Comm'n,
598
F.3d
(Fed. Cir. 2010) 1294
Daii
chi Ltd.,
Sankyo619Co.F.3dv. Matrix
Labs,
1346
(Fed. Cir. 2010)
Delaware Valley Floral Group,
Inc.597
v. F.3d
Shaw1374
Rose(Fed.
Nets,Cir.
LLC,
2010)
Dow Jones & Co. v. Ablaise
Ltd.., 606CirF.3d
. 2010)1338 (Fed.
Eli LilUSA,
y & Co.Inc.,v. 619
TevaF.3d
Pharms.
1329 (Fed. Cir. 2010)

2/25/20
10
4/13/20
10
3/25/20
10

Presumption
Judgment
Presumpti
o
n
explicitly
came
Patent
mentioned,
discussed
from:
SJ,
No. jury, bench, explicitly or or applied in
implicitly? analysis?
the
JMOL

6421970
6397547
6906700

Jury
Jury
Jury

N
N
Y

N
N
N

5969119

Jury

N

N

3/22/20 6410543
10
4/28/20
10 Re39084
8/5/200 6787531
9
7/27/20 6988138
09

Jury

Y

N

SJ

N

N

Bench

N

N

Jury

N

N

SJ

N

N

Bench

N

N

Bench

Y

N

SJ

N

N

SJ
Bench

Y
Y

N
Y

Bench

Y

Y

5/7/201 4857713
0
2/24/20 6993858
10
9/9/201
0 5616599
3/11/20
10 5765305
5/28/20
10 6961737
6900608
6
9/1/201
0 RE39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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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ame

Date

Encyclopedia Britannica Inc. v. 6/8/201
Alpine Elecs. Of Am. Ins.,
609 F.3d 1345 (Fed.Cir. 2010) 0
Enzo Biochem, Inc. v.
Applera Corp., 599 F.3d
1325 (Fed. Cir. 2010)

3/26/20
10

Exergen Corp. v Wal-Mart
Stores, Inc., 575 F.3d 1312 8/4/200
9
(2009)
Fresenius USA, Inc. v. Baxter 9/10/20
Int'l, Inc., 582 F.3d 1288
09
(Fed. Cir. 2009)

Presumption
Judgment
Presumpti
o
n
explicitly
came
Patent
mentioned,
discussed
from:
SJ,
No. jury, bench, explicitl
implicitlyy?or or applied
the in
JMOL
analysis?

RE3896
8
RE3905
0
6458811
6894064
7051018
7082437
5328824
5449767
5476928
6047205
5247434
5744027
6284131
6679573

GemtronnCorp.
Saint-Gobai
Corp.,v.572 7/20/20
09
F.3d 1371 (Fed. Cir. 2009)
Geo M. Martin Co. v Alliance 8/20/20
Mach. Sys. Int'l, LLC, 618
10 6655566
F.3d 1294 (Fed. Cir. 2010)
Hearing Components Inc. v. 4/1/201 4880076
Shure (Fed.Ci
Inc., 600
F.3d 1357
0 5002151
r 2010)
6467914
Honeywel
l
Int’l
,
Inc.
v.
U.S.,
-a
5/25/20
609 F.3d 2010).
1292 (Fed. Cir.
10 6467914
-b
5787449
-a
i4iF.3d
Ltd. 831
v. Mic(Fed.
rosoftCir.Corp.,
598
3/10/20
2010)
10 5787449
-b
Iovate Health Scis., Inc. v 11/19/2 61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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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Bench
Bench
Bench
SJ
SJ
SJ
SJ
SJ
Jury
JMOL
Jury
Jury
Jury

Y
Y
Y
Y
N
N
N
N
N
N
Y
Y
Y
N

Y
Y
N
N
N
N
N
N
N
N
N
N
N
N

JMOL
Jury
Jury
Bench
Bench
Jury
Jury
SJ

N
Y
Y
Y
Y
Y
N
Y

N
N
N
Y
Y
Y
N
N

Case Name

Date

Bio-Engineered Supplements
& 1376
Nutrit(Fed.
ion, Inc.,
F.3d
Cir. 5862009)

009

King Pharms., Inc. v. Eon
Labs,(Fed.
Inc., 616
F.3d 1267
Cir. 2010).

8/2/201
0

Lucent Techs., Inc. v
Gateway Inc., 580 F.3d 1301
(Fed. Cir. 2009).
Marrin
GriffinCir.
, 5992010)
F.3d
1290 v.(Fed.
Media Techs. Licensing, LLC
v. Upper Deck Co., 596 F.3d
1334 (Fed. Cir. 2010)
Microthin.com, Inc., v.
SiF.liconeZone
USA, Cir.LLC,2010)377
App'x 8 (Fed.
Orion IP,
Hyundai
Motor
Am.,LLC.
605 v. F.3d
967
(Fed.Cir 2010)
Ortho-McNeil Pharm., Inc. v.
TevaF.Ph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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